6차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ㆍ가공의 2차산업과, 체험ㆍ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의 의미합니다.

내부적 요인
1. 중소농, 고령농 등의 소득원(일자리)필요
2. 농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

외부적 요인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고조
2.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3. IT, BT, NT등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일자리를 농업·농촌으로 환원합니다.

왜 농촌융복합산업인가?

FARM

농업인

소비자

농촌지역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3차산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우리 농부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거리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합니다.

6차산업지원센터

6차산업 지원센터 역할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6차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 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
◇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6차산업 실태조사
◇ 지역제조·가공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

지역단위 정책수립 지원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지자체 기획역량 강화
◇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 관련·유관가관 간 정책연계

◇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
◇ 현장코칭 및 전문교육
◇ 우수사례 및 제품발굴
(대형마트 내 안테나숍 운영)

6차산업 안테나숍 운영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 유통품평회 개최, 우수제품 중앙단위 판촉사업 참여 및 유통채널 입점 추진
- 안테나숍 운영(현재 도내 이마트 3개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ㆍ 용산점)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

이마트 서울 용산점

이마트 서귀포점

사업자인증제란
사업자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차 인증 사업자 인증 자격요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

①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②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1~3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④ ①~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신청방법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

인증절차
1. 인증신청서
제출 관할 시ㆍ도 내 6차산업지원센터
2. 인증심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6차산업지원센터
3. 인증추천
6차산업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4. 인증 확정 통보
농식축산식품부
5. 6차산업 인증표시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시 사용안내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제품 그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 포함)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별로 인증 요건을 충
족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업자 표시는 www.6차산업.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증의 표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유효기간

인증사업자 사후관리유효기간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인증갱신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 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인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농촌융복합산업법 제 14조 인증취소 사유 참조)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시 사용안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만든 제품에 표기하는
브랜드 표시로 비욘드팜이 붙은 제품은 각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그 원물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농업인이 정성들여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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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64-796-4764 F. 064-796-4737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58-28

할머니손맛,
제주의 옛 된장
제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여
바른 먹거리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물마루 유기농 된장

2. 유기농 간장

제주 유기농 콩을 주원료로 메주를 완성해 바람과
햇살에 맡긴 숙성시간을 거친 전통 된장입니다.

제주 유기농 콩을 주원료로 메주를 완성해 바람과
햇살에 맡긴 숙성시간을 거친 전통 간장입니다.

｜제품규격 500g/1kg

｜제품규격 400ml

｜제품가격 15,000원/26,000원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3. 감귤고추장
제주감귤과 태양초고추와의 절묘한 만남으로
물마루의 감귤고추장이 탄생하였습니다.

4. 감귤진피 쌈장
제주 감귤 진피(껍질)과 몸에 좋은 청국장, 제주산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 영양가가 높습니다.

｜제품규격 500g/1kg

｜제품규격 500g

｜제품가격 15,000원/25,000원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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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www.jejugreen.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27-9889 F. 064-751-9779 제주시 능산길 73

신선이 먹는 영귤,
생즙과 차로 즐긴다
대한민국 유일의 유기농 영귤을 생산, 재배, 가공, 유통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고객에게 가장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제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김순자 대표의 마음을 담은
유기농 영귤차와 유기농 영귤과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A

C

D

1. 영귤선물세트

일반A/프리미엄C/프리미엄D

｜제품규격 영귤차260g+천연비타민120ml
영귤차550g*2+천연비타민120ml
영귤차550g+천연비타민120ml
｜제품가격 20,000원/50,000원/3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유기농영귤차

3. 100% 유기농영귤과즙

일반/프리미엄

일반/프리미엄

｜제품규격 550g/550g

｜제품규격 120ml/120ml

｜제품가격 15,000원/18,000원

｜제품가격 10,000원/12,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4. 100% 유기농영귤과즙

5. 말리제과 선물세트

1호.감귤말리 /2호.골드키위말리

｜제품규격 500ml

｜제품규격 120g(30g*4)/120g(30g*4)

｜제품가격 40,000원

｜제품가격 15,000원/2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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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산새미
www.jejusansaemi.com

T. 064-772-5330 F. 064-772-5331 제주시 거로남4길 48(화북2동 3319-2)

청정제주마가 주는 선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제주 말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피혁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12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태고의 신비 골드

4. 이정순 마유

｜제품규격 80ml*50파우치

｜제품규격 50ml

｜제품가격 500,000원

｜제품가격 4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2. 마력천 말뼈환

5. 피혁제품

｜제품가격 60,000원

직접 생산한 말가죽으로 만든 지갑, 가방, 벨트 등의
피혁제품입니다.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규격 150g

3. 태고의 신비 마유비누
｜제품규격 80g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6. 센시티브 베이비보 올인원워시/
센시티브 베이비보 로션
｜제품규격 300g
｜제품가격 각 24,8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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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미소
www.morningsmile.modoo.at

6차산업 유형
1×2×3

T. 064-727-2545 F. 064-752-2545 제주시 첨단동길 160-20

행복한 젖소 그리고
수제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나는 곳

아침미소목장

1975년 목장을 창립하여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오는 아침미소 목장은 400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행복하게 뛰놀며 유기농으로 키운 풀과 신선한 공기, 천연암반수를 먹으며 살고
있는 젖소에서 갓 짜낸 가장 신선한 우유로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듭니다.

1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아침미소 수제요구르트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아 요구르트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며, 마시고 난 후 입안에 감도는
특유의 맛이 일품입니다.
｜제품규격 150ml/500ml
｜제품가격 2,000원/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아침미소 구워먹는치즈/ 스트링치즈
아침미소 목장의 젖소에서 짜낸 신선한 우유로
직접 만든 수제치즈입니다.
｜제품규격 100g/200g
｜제품가격 8,000원/12,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목장체험 프로그램
목장을 견학하면서 젖소와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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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스랜드

www.hongsland.com/www.jejuhongsland.com
T. 064-799-7861 F. 064-799-1985 제주시 어음13길 16

젖소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이와 행복을 나누는

홍스랜드

행복한 젖소와 체험, 신선한 유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편안한 휴양펜션 홍스랜드

1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낙농체험(10인 이상 예약 가능)
젖소의 생활하는 모습과 우유로 만들어지는
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A｜피자 + 아이스크림 만들기
1인 20,000원

B｜치즈 + 피자 + 아이스크림 만들기
1인 25,000원

2. 홍스 요구르트
600고지의 착한풀을 매일 먹는 소들이 내는 우유로
만든 신선한 요구르트
｜제품규격 180ml/500ml/1,000ml
｜제품가격 2,000원/5,000원/9,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홍스랜드 펜션
일상을 잠시 뒤로한 채 자연 속에서 꿈꿔왔던 휴식을 만나는 힐링 스테이트입니다.
｜제품규격 25평, 18평, 15평
｜제품가격 홈페이지 참조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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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샘영농조합법인
www.jejusaemju.co.kr

T. 064-799-4225 F. 064-799-4226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세월을 잇는 향기에 물들다
제주샘酒는 과거 제주의 조상들이 즐겨 마셨던 전통술을 재현함과 동시에
제주 천연 지하 암반수와 제주의 청정 원재료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주질을 연구, 발전 시켜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1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고소리술 40도

2

고소리술 29도

3

4

생산품 상세설명

1. 니모메

3. 고소리술(29도/40도)

｜제품규격 375ml,11%

｜제품규격 375ml,29%/375ml,40%

｜제품가격 12,000원

｜제품가격 21,000원/25,000원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2. 오메기술

4. 고소리술 도자기

｜제품규격 375ml,13%

｜제품규격 400ml,40%

｜제품가격 13,000원

｜제품가격 45,000 원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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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농장

www.no1farm.com
T. 064-739-8584 F. 064-739-8583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00번 길 129

넘버원 농장의
건강한 나무에서 자라나는

제주의 감귤

자연주의를 지향하여 친환경 감귤 재배에 가장 최적인 초생재배를 하는
감귤농장입니다. 농장에서는 감귤따기 체험, 감귤잼 만들기 체험, 농촌교육농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한라봉
EM퇴비를 사용하고 초생재배를 하며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가꾼 한라봉입니다.
｜제품규격 3kg(6~8과/9~10과/11~14과)
｜제품가격 35,000원/31,000원/27,000원

2. 노지감귤

1

EM으로 발효시킨 퇴비와 감태액비,
강정천의 상류 암반수를 사용하고 초생재배로 생산한
친환경 감귤입니다.
｜제품규격 5kg/10kg
｜제품가격 25,000원/35,000원

3. 하우스감귤
EM으로 발효시킨 퇴비와 감태액비,
강정천의 상류 암반수를 사용하고 초생재배로 생산한
친환경 감귤입니다.
｜제품규격 5kg
｜제품가격 50,000원

2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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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갈중이
www.jejumg.com

T. 064-794-1686 F. 064-794-6360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길 24-61

온세상을
자연으로 물들이다
제주 갈옷을 대표하는 3대를 이어온 갈중이는 천연감물 염색부터
갈옷 디자인과 갈옷봉제에 이르는 전 공정을
제주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22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4

5

1. 체크스카프

2. 갈중이 손수건

｜제품규격 52*174cm

｜제품규격 48*49cm

｜제품가격 50,000원

｜제품가격 7,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3. 정글모
｜제품규격 가로34, 세로37, 챙높이9, 챙폭9, 둘레57 (cm)
｜제품가격 감물 : 22,000원, 감물+해조 : 3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여)볼레로원피스(가디건SET)
｜제품규격 1호(1-2세), 3호(3-4세), 5호(5-6세),
7호(7-8세), 9호(9-10세)
｜제품가격 56,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5. 갈옷입은 곰인형
｜제품규격 특소/소/중
｜제품가격 12,000원/18,000원/28,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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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태반의땅제주
www.tbjeju.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32-8885 F. 0303-0799-1968 서귀포시 토평로50번길 31

건강한 맛이 주는 행복
삶과 맛을 철학하는 농부, 맛있는철학자는 20년간의 무농약 감귤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맛까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제주 농부의 먹거리 브랜드입니다.

2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맛있는철학자 무농약 감귤칩
무농약 감귤로 영양이 풍부한 껍질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40g/4g*12봉/4g*24봉
｜제품가격 5,000원/10,000원/ 2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착즙청귤청
무농약풋귤을 통째로 착즙하여
맛과 향이 살아 있습니다.
｜제품규격 430g /430g*2병선물/1kg
｜제품가격 15,000원/2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3. 맛있는철학자 감귤즙
20년간 무농약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무농약 감귤을 껍질째 착즙한
100% 감귤주스
｜제품규격 150ml/150ml*10봉 /1000ml
｜제품가격 1,500원/15,000원/8,000원
｜제품유형 음료

4. 맛있는철학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농장에서 생산하는 감귤을 이용한 내몸이 원하는 감귤차, 감귤즙, 감귤상상빵, 감귤쨈 등을 만들고 맛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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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럼

www.hurumshop.com

6차산업 유형
1×2

T. 064-767-1077/070-4231-1078 F. 064-767-1076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121-17

소중한분께 선물하는

프리미엄 제주 귤공방
신이 내려준 선물 제주에서 태어난 감귤을 감사의 마음과 건강함을 담은 상품입니다.

2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3호

1. 제주 감귤파이

2호

2. 제주 한라봉 비스퀴

｜제품규격 1호 37g*4개입/ 2호 37g*8개입/ 3호 37g*12개입

｜제품규격 1호 10g*12개입/ 2호 10g*24개입

｜제품가격 1호 6,000원/ 2호 10,000원/ 3호14,000원

｜제품가격 1호 6,000원/ 2호 12,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3. 한라봉차/감귤차/차선물세트
｜제품규격 200g/200g/200g*2개입
차선물세트

｜제품가격 10,000원/10,000원/2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5. 제주 감귤젤리 말삭말삭하G
｜제품규격 90g
｜제품가격 2,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4. 한라봉파이
｜제품규격 30g*8개입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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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영농조합법인
ghgwajeul.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33-2268 F. 064-733-2269 서귀포시 신효로 7

제주감귤을 이용한

전통 수제한과 영양간식 귤향과즐
제주 감귤을 넣어 수제로 만든 전통 방식의 수제한과

2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신효 귤향과즐
보릿가루를 기름에 튀겨내고
조청으로 좁쌀 튀밥을 붙여 만들어
먹던 전통 한과 과즐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입니다.
｜제품규격 350g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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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www.greensoy.co.kr

T. 064-738-7778 F. 050-5700-0204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40(중문동)

대한민국식품명인 제75호

슬로푸드
맛의방주
국내 1호
토종 콩과 명인의 솜씨, 푸른콩장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에서 누대로 장에 써온 토종 푸른콩으로
전통장을 만들어 국가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3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푸른콩 된장
｜제품규격 500g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2. 푸른콩 간장
｜제품규격 300ml
｜제품가격 17,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3. 푸른콩 고추장
｜제품규격 500g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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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가뫼물 주식회사
www.orangefarm.co.kr

6차산업 유형
1×2×3

T. 064-764-7759 F. 064-764-4414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68

흑돼지가 키운 감귤즙&감귤칩
제주의 살아있는 농촌 생태계를 직접보고, 만지고, 느끼며 체험하는 농장이며
도내최대규모(55,000㎡), 365일 흑돼지가 키우는 감귤을 직접 따고
만들고 먹어보는 최남단체험감귤농장입니다.

32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1. 흑돼지가 키운 감귤즙

2. 흑돼지가 키운 감귤칩

｜제품규격 1개/10개입

｜제품규격 1개/3개입

｜제품가격 1,500원/13,000원

｜제품가격 4,000원/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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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주와이너리(유)
smartstore.naver.com/jejuwinery

6차산업 유형
1×2

T. 064-799-5500 F. 064-799-5503 제주시 애월읍 용흥7길 23

곡물로 발효하지 않고,
감귤과 감귤원액만으로 발효한 술
100%제주산감귤을 이용하여 감귤 특유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려
술을 발효한 최초의 과실주를 생산합니다.
2011∼12년, 2년 연속 대한민국우리술품평회 기타주류부문 수상했습니다.

3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제주감귤술 귤로만10%
｜제품규격 700ml
｜제품가격 3,500원
｜제품유형 주류

2. 제주감귤술 귤로만8.5%
｜제품규격 700ml
｜제품가격 3,300원
｜제품유형 주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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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김경숙해바라기
T. 064-721-1482 F. 064-724-1482 제주시 번영로 854-1

건강은
해바라기씨가 지킨다
김경숙해바라기는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해바라기 초코볼
｜제품규격 140g
｜제품가격 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해바라기 볶음씨앗 / 생씨앗
｜제품규격 160g/150g
｜제품가격 10,000원/8,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4. 해바라기 씨오일
｜제품규격 420ml/300ml/180ml
｜제품가격 30,000원/20,000원/12,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해바라기 훈제바베큐포크
｜제품규격 40g
｜제품가격 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37

16

느티나무

smartstore.naver.com/netinamu
T. 064-742-1136 F. 064-746-5303 제주시 애월읍 납읍남로2길 6

제주도 전통 식물성

발효요거트 제주쉰다리
"곶자왈제주쉰다리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우리 몸에 유용한
효모균과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제주 전통 건강음료를 널리 알리고자
곶자왈의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3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곶자왈제주 보리 쉰다리
｜제품규격 150ml/500ml
｜제품가격 2,000원/5,000원
｜제품유형 기타 발효음료

2. 곶자왈제주 감귤쉰다리
｜제품규격 150ml/500ml
｜제품가격 2,000원/5,000원
｜제품유형 기타 발효음료

3. 곶자왈제주 블루베리쉰다리
｜제품규격 150ml/500ml
｜제품가격 2,000원/5,000원
｜제품유형 기타 발효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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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식회사
www.jejudamum.com

T. 070-4200-9911 F. 064-744-9912 제주시 애월읍 수산4길 24

청정한 제주의 순수함으로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더불어는 제주의 과일과 채소를 이용하여
제주의 맛과 향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4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제주담움2종세트/3종세트/제주명차2종세트
｜제품규격 250g*2/250g*3/500g*2
｜제품가격 15,000원/20,000원/3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레드키위잼, 무화과잼
｜제품규격 250g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잼

3. 한라봉꿀차/청귤차
｜제품규격 각 250g/450g
｜제품가격 각 8,000원/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4. 한라봉꿀차/오미자꿀차/청귤차스틱
｜제품규격 25g*15stick
｜제품유형 차/음료

4. 오미자꿀차

5. 허니차&잼세트

｜제품규격 250g/450g

｜제품규격 50g*3/50g*5

｜제품가격 8,000원
15,000원

｜제품가격 10,000원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잼

6. 비트즙

7. 백년초농축액

｜제품규격 100ml*30포

｜제품규격 100ml*30포

｜제품가격 40,000원

｜제품가격 3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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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리 영농조합법인

blog.naver.com/doguri68293
T. 064-782-8783 F. 064-782-0107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17

제주 청정 자연이 빚어낸

도구리 제주명품장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맛"과 "건강"

42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도구리 제주된장
｜제품규격 500g/1kg/2kg/3kg
｜제품가격 15,000원/26,000원/51,000원/76,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2. 도구리 제주청국장
｜제품규격 180g/180g*5/180g*10
｜제품가격 5,500원/27,500원/5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3. 도구리 제주간장
｜제품규격 500ml/900ml/1.5L
｜제품가격 13,000원/22,000원/36,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4. 도구리 제주고추장
｜제품규격 500g/1kg/2kg/3kg
｜제품가격 19,000원/32,000원/61,000원/9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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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에담은꿈(주) 농업회사법인
www.시루에담은꿈.kr

6차산업 유형
1×2

T. 064-745-7778 F. 0303-3442-6023 제주시 오광로6길 9

제주에서 만들어
믿고 먹을 수 있는 떡
제주특산품인 오메기떡과 제주올래떡, 제주품은 톳떡국떡 등
다양한 떡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고, 무색소, 무첨가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3

2

4

5

생산품 상세설명

1. 오메기떡

3.흑임자오복오메기떡

5. 제주품은 톳떡국떡

｜제품규격 60g*30개

｜제품규격 60g*30개

｜제품규격 600g*3개

｜제품가격 25,900원

｜제품가격 31,900원

｜제품가격 2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2. 오복오메기떡

4. 제주올래떡

｜제품규격 60g*30개

｜제품규격 40g*30개/40g*60개

｜제품가격 31,900원

｜제품가격 23,000원/33,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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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식품, 사월의꿩
www.kyjeju.co.kr

T. 064-782-1500 F. 064-782-8500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8

제주의 보물
건강을 지키는 꿩엿
꿩엿과 전복엿, 감귤조청을 선보이는 등 제주의 맛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으며,
꿩엿가공공장, 특산품 직판장, 사월의꿩 교육농장,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주의 꿩 테마파크입니다.

4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꿩엿
｜제품규격 650g/250g

2. 백도라지 꿩엿

｜제품가격 65,000원/25,000원

｜제품규격 400g(10g*40g포)

｜제품유형 당류가공품

｜제품가격 90,000원
｜제품유형 당류가공품

3. 꿩엿스틱
｜제품규격 520g(13g*40g포)
｜제품가격 65,000원
｜제품유형 당류가공품

4. 홍삼꿩엿

5. 귤잼

｜제품규격 400ml(10ml*40g포)

｜제품규격 300g

｜제품가격 100,000원

｜제품가격 9,000원

｜제품유형 당류가공품

｜제품유형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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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알로에 영농조합법인
www.jejualoe.com

T. 064-726-5988 F. 064-713-1866 제주시 한림읍 옹포남1길 21

청정제주에서 자란
유기농알로에
직접 재배한 유기농알로에를 5년이상 숙도높은 알로에만을 채취하여
자체개발한 천연알로에겔 추출 제조공법(맷돌식분쇄기특허) 으로
성분을 파괴하지 않게 가열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

4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제주참조은알로에
겔 점도를 유지하면서 유기농알로에겔
원액 90% 생초의 신선함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
｜제품규격 100g/30포
｜제품가격 5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스트로폼

2. 알로말랑 95
겔 점도를 유지하면서 유기농알로에겔
원액 95% 생초의 신선함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
｜제품규격 100g/30포
｜제품가격 6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스트로폼

3. 탐귤알로에
40%의 알로에겔과 감귤의 만남,
누구나 즐겨 드실수 있는 맛있는 음료
실온에 보관이 용이하다.
｜제품규격 100ml/20포
｜제품가격 39,000원
｜제품유형 차/음료/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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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 영농조합법인
jeju2004.modoo.at

6차산업 유형
1×2×3

T. 064-784-3003 F. 064-784-7007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94

수제차로 즐기는
황제의 과일, 한라봉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은 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운
제주 한라봉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한라봉차
｜제품규격 350g
｜제품가격 7,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한라봉잼
｜제품규격 380g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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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뷰티산업진흥원
www.jejuon.kr

6차산업 유형
1×2

T. 064-745-9199 F. 064-726-9199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제주 자연을 피부에 담았습니다
좋은 원료가 좋은 화장품을 만듭니다.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에서는 제주 자연에서 채취한 울금, 풋귤, 허브콤플렉스, 홍해삼, 전복,
소라, 우도땅콩, 비자씨앗 등 제주의 대표적인 생물자원을 천연물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분석을 통해 효능을 입증하고 상품화 하였으며, K-뷰티를 대표하는
다수의 화장품 원료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조공장을 통해 생산되어져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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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제주온 큐테라 풋귤 스킨케어 라인
｜제품규격 토너 150ml/세럼 45ml/크림 50ml
마스크 20ml*8EA/알로에베라 수딩젤 200ml

3. 하이온 제주바다보배 스킨케어 라인
｜제품규격 클렌징젤 240ml/옴므 올인원 180ml
슬리핑마스크 100ml/크림 50ml

5. 딥프루브
세라마이드 라인
｜제품규격

2. 제주온 큐테라 울금 스킨케어 라인
｜제품규격 토너 150ml/세럼 45ml/크림 50ml
마스크 20ml*8EA

4. 하이온 프리미엄 레드펩타이드 스킨케어 라인
｜제품규격 토너 130ml/에멀젼 130ml/앰플 30ml
크림 50ml/마스크 30ml*5EA

6. 제주온 커큐馬
7. 제주온 핸드케어
제주마유 스킨케어 라인 ｜제품규격
｜제품규격

세라마이드 크림 60ml

크림 50ml

리얼배리어 크림 300ml

마스크 20ml*6EA

핸드워시 50ml
핸드젤 50ml

8. 제주온 리얼제주
핸드크림 트리플 키트
｜제품규격
쉐어버터 핸드크림30ml
동백 핸드크림 30ml
마유 핸드크림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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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수출 영농조합법인
jejusun.alltheway.kr

6차산업 유형
1×2×3

T. 064-749-7664 F. 064-749-7665 제주시 한림읍 드르밧길 38, 1층

신선한 채소만 재배합니다
제주산 신선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품질 양배추의 해외시장 개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입니다.

5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제주 방울양배추진액
제주산 방울양배추를 주재료로 하여 혼합한 진액으로 방울양배추는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일반 양배추보다 작지만 영양소는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작용, 항암작용, 당뇨 조절과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품규격 100ml*30포/1BOX
｜제품가격 3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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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림JK 약백도라지연구소
www.baekdoraji.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83-8987 F. 064-782-5546 제주시 조천읍 우진오름길28

이제 백도라지,
분말로 편하게 드세요
제주 해발 350고지일대에서 1995년부터 일반도라지와 차별화
연구하여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백도라지 꽃은
7월과 10월에 피며 꽃이 피면 농장일대가 장관입니다.
흔히 백도라지는 힘들게 다려서 음용하던 것을 소비자가 손쉽게
드실 수 있도록 분말식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백도라지분말 가공생산의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인증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
백도라지명인1호

5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생산품 상세설명

1. 제주백도라지분말세트
｜제품규격 35g*3개입
70g*3개입
｜제품가격 46,000원
86,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2. 제주백도라지분말꿀세트
｜제품규격 140g*3개입
240g*3개입
｜제품가격 49,000원
8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3. 건고사리세트
｜제품규격 150g*2box
｜제품가격 53,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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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식품

www.hallafood.co.kr/hanrasan.cafe24.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56-1584/723-5555/783-1583 F. 064-759-1412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661

“늘 자연속에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한라산식품은 1988년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직과 안전성을
기업이념으로 창업, 유채꿀, 밀감꿀, 때죽꿀, 야생화꿀, 프로폴리스, 효소벌집꿀,
로열젤리,천연밀랍, 벌화분 등을 직접생산 판매하는 벌꿀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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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생산품 상세설명

1. 밀감꽃꿀
｜제품규격 1000g/2400g
｜제품가격 30,000/6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때죽꽃꿀
｜제품규격 1000g/2400g
｜제품가격 30,000/60,000원
3

4

｜제품유형 건강식품

3. 야생화꿀
｜제품규격 1000g/2400g
｜제품가격 30,000/6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4. 효소벌집꿀
｜제품규격 1800~2000g 사이
｜제품가격 90,000원
5

6

｜제품유형 건강식품

5. 프로폴리스
｜제품규격 100ml
｜제품가격 60,000원
｜제품유형 건강기능식품

6. 로열젤리
｜제품규격 3g*10포, 3g*20포
｜제품가격 20,000/40,000원
7

｜제품유형 로열젤리제품(건강식품)

7. 한라진오미자차
｜제품규격 1100g
｜제품가격 3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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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업회사법인 제국백년초
www.jeju300.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39-1777 F. 064-733-1776 서귀포시 태평로 200

국내 유일 서식·원산지 제주

백년초 군락지

제주 서귀포 올레7길 외돌개 입구에 자리잡은 백년초 박물관 서귀포 일대
자생 백년초 군락지로 제주에서도 유일하게 100~300년 이상 된 백년초 선인장과
전 세계의 다양한 희귀 선인장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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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3

4

5

생산품 상세설명

1. 제국백년초 몸통진액

3. 백년초 스킨케어 세럼

｜제품규격 570g

｜제품규격 50ml

｜제품가격 70,000원

｜제품가격 6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생활용품

2. 제국백년초 분말

5. 백년초묘종

4. 제국백년초 비누

｜제품규격 70g

｜제품규격 200g(1box 2구)

｜제품가격 160,000원

｜제품가격 14,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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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체험감귤농장

www.bongbongfarm.com

6차산업 유형
1×3

T. 064-767-3302/010-3698-2440 F. 064-767-3301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41번길 16

봉봉감귤은

부지런한 농부의 땀으로 만들어집니다.
청정 제주의 햇살과 자연 속에서 자란 감귤을 수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귤/한라봉 따기, 감귤 주스 만들기 등의 체험도 운영하여 사람들이 감귤을 직접 수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경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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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노지감귤
｜제품규격 10kg
｜제품가격 15,000~21,000원

2. 한라봉
｜제품규격 5kg
｜제품가격 30,000~45,000원

3. 감귤/한라봉 따기 체험
감귤, 한라봉을 직접 따볼 수 있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감귤농장 2,000원 / 한라봉농장 3,000원
｜체험비 감귤 1kg 2,000원 / 한라봉 1kg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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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코롬 영농조합법인
www.secorom.co.kr

6차산업 유형
1×3

T. 064-738-7982 F. 064-738-3505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77

건강하고 깨끗한
제주의 자연을 담은

새코롬 특산품

정성을 다해 키운 최상품의 감귤을 수확한 후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귤 체험 농장에서 감귤을 직접 수확하는 감귤 따기 체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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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새코롬 조생감귤
｜제품규격 4.5kg
｜제품가격 11,800원

2. 새코롬 한라봉(가정용)
｜제품규격 2kg
3kg
5kg
｜제품가격 19,900원
1

27,900원
44,900원

3. 애플망고
｜제품규격 3kg
｜제품가격 100,000원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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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한라봉농장
www.hallabong.info

T. 064-767-0878 F. 064-751-2265 서귀포시 효돈로 79번길 37

차별화된 맛과 향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맑은물과 신선한 공기,적당한 해풍을 벗삼아 재배한 감귤을
내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열과 성을 다해 고객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국가지정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장, 현장실습 및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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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노지감귤

2. 한라산로얄제리

당사 노지감귤은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사용 토양을
개량하고 다공질 필름 피복재배를 통해 생산한 고당도
노지감귤로 맛과 향이 독특으며 특히 식미감이 좋아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한라봉은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사용 토양을 개량하고
나무 수세가 좋은 M16 품종으로 피복재배를 통해 생산한
고당도한라봉으로 맛과 향이 독특으며 특히 식미감이 좋아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규격 5kg, 10kg

｜제품규격 30g/60g

｜제품가격 20,000원(5kg), 25,000원(10kg, 중대과)

｜제품가격 18,000원/35,000원

35,000원(10kg, 중소과)

3. 천혜향
당사 천혜향은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사용 토양을 개량하고
피복재배를 통해 생산한 고당도 천혜향으로 맛과 향이
독특으며 선물용으로 최적인 상품입니다.
｜제품규격 5kg, 10kg

｜제품유형 건강식품

4. 레드향
당사 레드향은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사용 토양을 개량하고
피복재배를 통해 생산한 고당도 레드향으로 맛과 향이
독특으며 특히 감산이 빨라 구정에 선물 및 가정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제품규격 5k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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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거북농산 영농조합법인
T. 064-787-6960 F. 064-787-6961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467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제주거북농산

친환경미생물농법으로 정성껏 수확한 무를
무말랭이, 냉동/건조무시래기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건강한 무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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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생산품 상세설명

1. 무말랭이
｜제품규격 1kg
｜제품가격 상담
｜제품유형 반찬류

2. 냉동 무시래기
｜제품규격 1kg
｜제품가격 1,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3. 건조 무시래기
｜제품규격 1kg
2

｜제품가격 1,500원
｜제품유형 반찬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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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 영농조합법인
www.jejumemil.co.kr

6차산업 유형
1×2×3

T. 064-724-7920 F. 064-724-7921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3726-7

부드러운 금빛 노을을 담은

노오란 프리미엄 티

즐겁고 행복한 티타임을 선사하는 메밀아일랜드만의 특별한 타타리메밀차

7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3
1

2

4

생산품 상세설명

1. 메밀티백차

3. 메밀알곡차

｜제품규격 24g (1.2g*20티백)

｜제품규격 100g

｜제품가격 10,000원

｜제품가격 13,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2. 메밀티백세트

4. 메밀알곡세트

｜제품규격 48g(1.2g*20티백*2box)

｜제품규격 24g(1.2g*20티백)+100g(알곡)

｜제품가격 22,000원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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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제주맘)

6차산업 유형
1×2×3

T. 064-794-6277 F. 064-794-6279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제주를 닮은 프리미엄 수제 소시지
깨끗한 제주에서 키운 생채소와 고기로 만든 프리미엄 수제소시지
제주맘은 소시지가 되기까지 1년여가 걸리는 제주자연을 닮은 소시지입니다.
제주맘에서는 소시지에 생야채를 넣습니다. 일반적인 대량 생산 제품은 야채분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주맘에선 야채를 전부 손으로 다져서 사용하기에 ‘생 야채’ 그대로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제조 과정의 유지는 장애인근로자이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한번 교육받은
‘원리’와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해서, 남들이 안 볼때도 자신이 교육받은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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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JEJUMAM - Package Design 제주맘 패키지 디자인 1

Hamburg Steak Package Design 함박스테이크 패키지 디자인
size : 180 x 160 (mm)

top

엄마의 마음으로 키운 건강한 제주원료 100%만을 사용합니다.

front

back

청정제주원료

Pork 60
beef 40

HAMBURG
STEAK

청정제주원료

Pork 60
beef 40

HAMBURG STEAK

제주맘 함박스테이크 레시피
1. 햄버거 빵과 제주맘 함박스테이크를
오븐이나 후라에팬에 잘 구워준다.
2. 속재료인 양상추, 파프리카, 토마토,
슬라이스치즈, 계란 등을 준비한다.
3. 햄버거 빵에 기호에 따라 소스를 바른다.
(마요네즈, 케첩 등).
4. 빵에 준비된 속재료를 넣어 햄버거를 만든다.

제주맘 함박스테이크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분쇄가공육(가열제품,살균제품) ^제품명 : 제주맘 함박스테이크 ^내용량:180g x1ea
^원재료명 및 함량 : 돼지고기34%(국내산(제주산흑돼지)),소고기34%(국내산(한우)),빵가루6.5%
(밀가루(캐나다산,미국산),옥수수전분,버터,설탕,효모,정제염),설탕,양파6.5%(국내산(제주산)),
마늘2.13%(국내산(제주산)),토마토페이스트5.1%(수입산(미국산)),우스타소스6%
[혼합간장{탈지대두(수입산),소맥(밀:미국산),정제염(국내산)},백설탕,포도당,정제수등],
계란(국내산(제주산))5.5%,후추(수입산(말레지아산)),넛맥분(수입산(말레지아산)) 대두(콩)함유
^보관상 주의사항
본 제품은 합성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냉장보관하시고,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바로 드십시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조리하십시오. 이제품은 계란, 밀, 우유, 대두,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먹거리는 정직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는 완전히 배제한
안전한 식품생산과 제조로, 제주맘은 내 가족이 먹어도 부끄럽지 않은 진심어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땀흘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주 평화의 마을이 만드는 먹거리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보관방법 : 냉장보관(-2~10℃) ^반품 및 교환장소 : 구입처 및 제조 ^제품문의전화 : 070-4157-6277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내포장지), 종이(외포장지)
^제조원 :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180gx1ea, 513kcal
85kcal,1회 섭취참고량 30g
축산물가공품의유형:분쇄가공육(가열제품,살균제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소시지류
(제주맘 떡갈비맛 소시지/ 제주맘 버섯불고기 소시지/
제주맘 윈너 소시지)
｜제품규격 300g
｜제품가격 8,900원

2. 분쇄가공육
(제주맘 흑돼지 돈가스/제주맘 떡갈비맛 스테이크/
제주맘 함박스테이크)
｜제품규격 300g~1kg
｜제품가격 1,200원~3,000원(100g 기준)

3. 햄류
(제주맘 필렛햄/제주맘 로스트햄/제주맘 갈비햄)
｜제품규격 100g~1kg
｜제품가격 4,500원(100g 기준)

4. 살라미
(프리덴하임 흑돼지 살라미/프리덴하임 불고기 살라미/
프리덴하임 고메 살라미)
｜제품규격 250g
｜제품가격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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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섭취참고량 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열량
85kcal
탄수화물
3.00g
1%
당류
2.00g
0%
단백질
5.00g
지방
6.00g
12%
포화지방
2.20g
15%
트랜스지방
0.00g
콜레스테롤
15.00mg
5%
나트륨
140.00mg
7%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영양성분 180gx1ea 513kcal, (85kcal 1회 섭취참고량 30g)
^유통기한 : 제조일 후면 하단표시

34

도솔촌

dosolchon.fordining.kr
T. 064-763-7637 F. 064-733-7637 서귀포시 중앙로 동흥동 144

제주 전통한과 감귤과즐
도솔촌은 직접농사를 지은 감귤의 100%원액을 활용하여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감귤 과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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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감귤과즐
감귤 100%원액을 착즙하여 반죽을하고 튀겨내어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귤피생강을 첨가한 조청
시럽을 고루 바르고 튀김 쌀을 묻혀내어 감귤과즐을
만들어 냅니다.
｜제품규격 300g(단품)/300g*5봉(세트)
｜제품가격 6,000원/35,000(택배비포함)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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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제주다
www.kindjejumall.com

T. 064-772-1293 F. 064-757-1293 제주시 애월읍 납읍남로 65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깨끗한 식물과 무농약으로 재배한 친환경 원재료를
가마솥에서 정성으로 덖어 전통수제차를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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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6

3

7

5

1

4

2

8

생산품 상세설명

1. 제주조릿대차/제주꾸지뽕차/제주두충차/제주귤피차

5. 제주야생초차 3종 세트/제주다 야생초차 3종 세트

｜제품규격 15g(1g*15ea)

｜제품규격 60g/80g

｜제품가격 4,300원

｜제품가격 20,000원/3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2. 제주다-버라이어티

6. 착한제주 4종 gift 세트

｜제품규격 25g(20개)

｜제품규격 세트박스(21*9*23cm)/364g

｜제품가격 7,000원

｜제품가격 19,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3. 조릿대차 파우치/귤피차 파우치(선물용 소포장)

7. 착한제주의 선물

｜제품규격 15g(1g*15EA)/30g(2g*15EA)

｜제품규격 세트박스(25*16*8cm)/1030g

｜제품가격 4,300원/5,200원

｜제품가격 49,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4. 쑥차/제주 쑥잎차 표일배 세트

8. 제주다(제주조릿대,꾸지뽕혼합차/두충/민트)

｜제품규격 50g/50g+표일배

｜제품규격 340ml

｜제품가격 20,000원/30,000원

｜제품가격 1,2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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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키스

6차산업 유형
1×2×3

www.jekiss.kr

T. 064-721-1950 F. 064-799-1956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205, 207

정직하고 건강한

디저트를 약속합니다
제주의 가치를 제품에 담고, 건강한 제품을 추구하며 정직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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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착한초콜렛 종합

2. 제주 감귤 초콜릿

｜제품규격 512g

｜제품규격 288g/450g

｜제품가격 20,000원

｜제품가격 10,000원/1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3. 제주 생감귤 초콜릿 화이트
｜제품규격 72g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4. 제주 감귤 타르트
｜제품규격 224g/420g
｜제품가격 10,000원/18,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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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심터
www.simterfarm.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53-7885 F. 064-753-7884 제주시 애조로 1216

심터는 생산자와 고객이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터전
연중생산(친환경, 관행감귤류, 한라봉, 레드향)
생산자 중심의

봉주스 제조(무농약)
스마트체험(on-off-line 연계)
직거래판매(수출, 전국아파트 장터, 현장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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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하우스감귤, 노지감귤,
친환경감귤
｜제품규격 3kg, 5kg, 10kg

2. 만감류 선물세트

3. 한라봉
｜제품규격 3kg, 5kg, 10kg

5. 감귤 봉주스
｜제품규격 125ml
｜제품유형 차/음료

4. 레드향
｜제품규격 3kg, 5kg, 10kg

｜제품규격 3kg, 5kg, 10kg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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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숲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osari.ejeju.net

6차산업 유형
1×2×3

T. 064-753-0279 F. 064-723-0288 제주시 한림읍 조성로47 (상명리261)

엄마의 마음으로
청정제주를 담아 만든

천연유아화장품

고사리숲은 청정제주에서 자라는 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우리아이를 위한
스킨케어제품 및 세제, 비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고사리손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깐깐하게 고른 원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내 아이의 첫 화장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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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3

4

5

1. 고사리손 선물세트

3. 베이비오일(호박)

5. 퓨어밤

｜제품규격 로션: 200g, 바디워시: 160g

｜제품규격 30ml

｜제품규격 30g

｜제품가격 56,000원

｜제품가격 25,000원

｜제품가격 18,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2. 호호크림

4. 립밤

｜제품규격 110g

｜제품규격 4.5g

｜제품가격 38,000원

｜제품가격 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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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사랑농수산
www.jeju-love.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82-1101 F. 064-783-4495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13길 66[본사] 애월읍 애월로 29[제주이야기 애월점]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 낸

식품과 화장품

제주사랑은 청정 제주의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제주 토종기업입니다.
제주사랑의 대표적 브랜드는 제주이야기, 아꼼(베이비화장품)으로 50여건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CGMP를 인증받아
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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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1. 제주이야기 특산차 세트
｜제품규격 꼬마차 3종 /특2종 /3색차
한라봉, 오미자 플레인/선인장분발/백년초 환
｜제품가격 10,000/25,000/30,000
30,000/20,000/2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제주이야기 화장품
｜제품규격 스킨/로션/에센스/크림/오일류
｜제품가격 15,000/18,000/16,000/
25,000/29,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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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농원

www.bijarim.com
T. 064-702-8420/010-9274-8420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31-71

청정 제주에서 시작하는

비자림 농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비자림농원은 무농약 감귤과 청귤, 골드키위, 레드키위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특색을 담은 과일들을 재배·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과 키위 따기나 농장 안에서 진행되는 팜파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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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골드키위
｜제품규격 5kg
｜제품가격 40,000원

2. 레드키위
｜제품규격 5kg
｜제품가격 40,000원

3. 감귤
1

｜제품규격 10kg
｜제품가격 25,000원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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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참쑥 영농조합법인
T. 064-724-2533 F. 064-723-4999 제주시 도두항서 7길 5-5

손으로 만든 제주 전통 한과

귤이랑 한라봉 과즐

제주산 한라봉과 감귤만을 사용 상큼한 제주 한라봉과 감귤즙이 들어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수제 제주 한라봉 과즐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수제로 만든 제주 전통 한과 입니다. 방부제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달콤하고 신선한 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제주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어
달지 않고 감귤과 한라봉의 독특한 맛이 있는 웰빙 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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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한라봉과즐
｜제품규격 230g*5봉
｜제품가격 30.000원
(택배비별도)
｜제품유형 간식류

2. 감귤과즐
｜제품규격 230g*5봉
｜제품가격 30.000원
(택배비별도)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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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산농협 유가공공장
hallamilk.com

T. 064-796-4245 F. 064-796-0126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희망찬 제주축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도 1등급 원유로만 생산하는 제주도 대표 우유 삼다한라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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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생산품 상세설명

1. 삼다한라우유

2. 명품 올레길 우유

3. 제주 올레길 치즈

｜제품규격 200ml/500ml/1000ml

｜제품규격 180ml/900ml

｜제품규격 300g

｜제품가격 700원/1,100원/2,520원
4,280원(1+1)

｜제품가격 1,000원/3,200원

｜제품가격 13,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차/음료

우유 생상 설비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삼다한라우유 품질의 핵심은 생산 시스템에서 완벽한 위생처리 시설과 자동화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에게 보다 더 좋은 제주의 신선한 우유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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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해
www.ilhae.co.kr

T. 064-784-2890 F. 064-784-4181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321

말린 귤의 끝없는 매력
소비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감귤 간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말린 감귤을 사용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즐겨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제주와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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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보석귤(파우치/10호)

2. 몽글몽귤(파우치/세트)

｜제품규격 25g/10호(3g*10ea)

｜제품규격 30g/세트(30g*3ea)

｜제품가격 4,000원/10,000원

｜제품가격 4,000원/12,000원

3. 몽글몽귤허니버터

4. 초코에퐁당/초코에퐁당화이트

｜제품규격 35g

｜제품규격 각 35g

｜제품가격 4,000원

｜제품가격 4,000원

5. 탐나는감귤초콜릿/
탐나는감귤초코화이트
｜제품규격 각72g(6g*12ea)
｜제품가격 10,000원

6. 몬딱주스 5종

(제주한라봉몬딱/제주천혜향몬딱/
제주당근몬딱/제주몬딱한라봉망고/
제주몬딱청귤에이드)

｜제품규격 각300ml
｜제품가격 3,000원/4,000원

7. 탐나쮸 2종

(탐나쮸청귤/탐나쮸한라봉)

｜제품규격 각120ml
｜제품가격 미정
｜제품유형 냉동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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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다인유업
www.풀먹은우유.com

T. 064-783-0042 F. 064-783-0046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청정제주의 자연을 담은

풀먹은 우유, 풀먹은 치즈
청정제주의 드넓은 초지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단일목장 친환경&유기농 우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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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제주풀먹은 친환경 무항생우유

2. 제주풀먹은 유기농 우유

｜제품규격 180ml/750ml/900ml

｜제품규격 180ml/750ml/900ml

｜제품가격 1,300원/3,900원/4,500원

｜제품가격 1,700원/5,500원/6,5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3. 제주풀먹은치즈 친환경무항생

4. 제주풀먹은 플레인요거트

5. 제주풀먹은 딸기요거트

｜제품규격 300g

｜제품규격 500ml/2000ml

｜제품규격 500ml

｜제품가격 9,900원

｜제품가격 4,500원/13,000원

｜제품가격 4,5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차/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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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제주자연식품
nfc.ejeju.net

T. 064-782-0011 F. 064-784-9999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1 길 18

자연 그대로의 순수 과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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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자연미니세트 2호
｜제품규격 250g*3ea
｜제품가격 19,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제주자연꿀유자차

3. 한라봉차

｜제품규격 750g/375g

｜제품규격 750g/375g

｜제품가격 11,000원/6,000원

｜제품가격 12,000원/8,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4. 제주가 키운 풋귤차

5. 제주가 키운 레몬차

｜제품규격 750g/375g

｜제품규격 750g/375g

｜제품가격 11,000원/7,000원

｜제품가격 18,000원/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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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함덕양봉작목반
T. 064-783-9066 F. 064-782-9066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4길 27-4

제주벌꿀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함덕양봉작목반은 제주벌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양봉인의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에 개업하였으며 소비자의
신뢰에 힘입어 오늘날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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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2

3

4

5

생산품 상세설명

1. 야생초꿀

4. 한라봉밀감차

｜제품규격 500g/600g/1200g/2200g/2400g

｜제품규격 550g/800g

｜제품가격 4,200/5,300/10,000/14,000/16,300원

｜제품가격 6,000/9,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차/음료

2. 유채꿀

5. 오미자차

｜제품규격 300g/600g/1200g

｜제품규격 550g/800g

｜제품가격 3,600/6,300/12,500원

｜제품가격 6,000/9,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차/음료

3. 밀감꿀
｜제품규격 300g/600g/1200g
｜제품가격 3,600/6,300/12,5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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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주)
jhfood.kr

6차산업 유형
1×2

T. 064-764-1999 F. 064-764-4555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506

자연과 생명의 가치,

힐링푸드를 지향합니다
식약처 HACCP지정과 국, 내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의 춘화처리 가공기술은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등록 되었으며,
『제주홍암가』는 건강·Well Being·Healing Food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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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홍암 현미참살이
｜제품규격 스틱형400g/용기형400g
｜제품가격 스틱형50,000원/용기형4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홍암맥아소

4. 유기농 발아 보리현미

｜제품규격 400g

｜제품규격 1kg

｜제품가격 61,000원

｜제품가격 12,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건강식품

3. 홍암유기 맥아소
｜제품규격 360g*3Box
｜제품가격 128,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5. 홍암 현미력
｜제품규격 315g*2Box
｜제품가격 5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6. 홍암 맥아력
｜제품규격 315g*2Box
｜제품가격 67,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7. 제주 쉰다리
｜제품규격 500ml
｜제품가격 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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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운식품

luckyfood.ejeju.net

6차산업 유형
1×2×3

T. 064-723-1266 F. 064-723-1381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08

제주엄마,아빠가 만든

홈메이드 돈까스 & 감귤소스
제주산 무항생제 냉장 돼지고기를 100% 수작업하여
만든 돈까스(등심, 안심, 치즈, 자색고구마)와 제주감귤과 야채를 이용한
감귤돈까스소스를 생산하는 가공장 및 레스토랑, 체험교실, 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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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 돈가스로 제주만들기 체험 1인당 20,000원

1. 감귤소스흑돼지돈까스

2. 감귤소스흑돼지치즈돈까스

3. 감귤소스흑돼지함박스테이크

4. 매콤크림돈까스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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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녹차 영농조합법인
www.sumang.kr

6차산업 유형
1×2×3

T. 064-739-8033/010-7522-3033 F. 070-7799-3033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608번길 62

제주의 땅과 바람의 힘을 믿고

자연을 따라
완성된 제주 녹차
원시 그대로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녹차 생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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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청정제주녹차 잎차/티백/가루차
｜제품규격 40g
｜제품가격 12,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청정제주녹차 텀블러세트
｜제품규격 청정제주녹차 + 텀블러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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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www.hallasan1950m.kr

T. 064-792-8245 F. 064-792-8244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675

한라산 안개를 닮은
메밀꽃이 피는 그곳에서

자연과 행복을 식탁으로
선물합니다
해발 500고지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정직한 농사꾼들이 정성껏 키운 제주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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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제주메밀쌀

1

2

3

4

5

6

3. 제주메밀차(티백, 알곡)

5. 메밀베개

｜제품규격 600g/1kg

｜제품규격 15T/100g

｜제품규격 대/중/소

｜제품가격 11,000/18,000원

｜제품가격 8,000/13,000원

｜제품가격 25,000/20,000/17,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침구류

2. 제주메밀가루

4.제주메밀칩스(하르방,말)

6. 메밀이슬주

｜제품규격 600g/1kg

｜제품규격 40g

｜제품규격 500ml

｜제품가격 12,000/19,000원

｜제품가격 3,000/3,500원

｜제품가격 6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주류

제주메밀식당

제주메밀 물냉면

제주메밀 비빔냉면

제주메밀 비비작작면

제주메밀 조베기

한라산아래첫마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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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굽는 돌하루방
T. 064-773-7273 F. 064-773-7274 제주시 한경면 청수로 218

제주 로컬 푸드 레스토랑

피자굽는 돌하루방
제주 로컬푸드 레스토랑이면서 지역 내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식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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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생산품 상세설명

1. 1미터 피자
｜제품규격 1미터길이 4가지 맛
｜제품가격 6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초네따이
｜제품규격 9인치
｜제품가격 23,000원
2

｜제품유형 간식류

3. 시에따이
｜제품규격 9인치
｜제품가격 23,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4. 매깨라
｜제품규격 9인치
｜제품가격 25,000원
3

｜제품유형 간식류

5. 고배시
｜제품규격 9인치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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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제주인디
www.jejuindi.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84-7073 F. 064-784-7071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제주의 자연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만듭니다.

농업회사법인 ㈜제주인디는 제주의 대표적 테마파크인 일출랜드 내에서
재배되는 천연 식물자원을 활용하여 가장 제주다운 상품을 개발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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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인디베베 베이비라인 3종 (로션, 샴푸, 바디워시)
｜제품규격 250/300/300ml
｜제품가격 35,000/28,000/28,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3. 폴리 인디고 모이스트 미스트

2. 폴리 인디고 모이스트 젤크림
｜제품규격 80g
｜제품가격 4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카멜리아 바이탈 리치 크림

｜제품규격 95ml

｜제품규격 50g

｜제품가격 28,000원

｜제품가격 58,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5. 카멜리아 오리지널 씨드 오일
｜제품규격 30ml
｜제품가격 5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6. 핸드크림 2종set (동백/쪽)
｜제품규격 35ml*2ea
｜제품가격 14,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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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자연초 농업회사법인
www.jejuvinegar.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12-8097 F. 064-742-010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307호(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307호)

제주의 자연이 품은

자연발효식초

제주자연초는 청정하고 맑은 제주에서 100%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자연의 시계에 맞추어 발효식초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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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3

5

1. 제주자연초 gift세트

4

6

3. 제주롭다 3종 세트

5. 제주자연초 여행기념세트

｜제품규격 500ml*2

｜제품규격 250ml*3

｜제품규격 120ml*2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소스/장류

2. 제주청귤초/한라봉초/
하귤초/영귤초/키위초/
블루베리초/레드키위초

4. 바로 마시는 발효초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6. 버몬트(청귤/한라봉 세트)세트
｜제품규격 500ml*2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규격 각 500ml
｜제품유형 소스/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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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산림조합 임산물산지유통센터
seogwipo.nfcf.or.kr

T. 064-792-8544 F. 064-792-8545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461

신선하고 맛있는

제주 고사리

서귀포시산림조합은 반세기에 걸쳐 제주의 산림자원을 풍요로운 터전으로 가꾸고
조합원 3800여명의 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산주와 임업인 대표기관으로
열린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열려있는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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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제주어랑진고사리(냉동)
｜제품규격 250g/300g
｜제품유형 반찬류

4

3

2. 제주도 취나물(건조)

3. 취나물(냉동)

｜제품규격 80g*5봉

｜제품유형 반찬류

｜제품규격 200g
｜제품유형 반찬류

｜제품유형 반찬류

5

4. 한라산 고사리

6

5. 한라산 표고버섯
｜제품규격 300g/600g
｜제품유형 반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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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업회사법인 올레산야초
www.ollesanyacho.com

T. 064-739-0800 F. 064-738-0800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57

마음과 정성을 담은

명품발효음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레산야초는 제주에 자생하고 있는
각종 산야초를 이용한 웰빙음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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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생산품 상세설명

1. 노고록자임
｜제품규격 750ml
｜제품가격 5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노꼬메자임
｜제품규격 750ml
｜제품가격 5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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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시트러스
www.ehondiju.com

T. 064-767-9800 F. 064-767-9802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천로 46

제주 감귤로 만든 술로

제주의 맛을 즐기세요
제주의 남쪽 마을 서귀포시 ‘신례리’는 감귤 맛이 좋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의 130여 감귤 재배 농가들과 함께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시트러스는
제주감귤 100% 원재료만으로 명품 감귤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감귤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시트러스는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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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혼디주 1본입/2본입

2. 미상25

｜제품규격 330ml*1/330ml*2

｜제품규격 350ml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감귤증류주 alc.25%

3. 신례명주
｜제품규격 750ml/100ml
｜제품유형 주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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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의 허니제주

smartstore.naver.com/honeyjeju

6차산업 유형
1×3

T. 010-2234-5611/064-739-6102 F. 064-739-6102 서귀포시 호근북로 63-7

제주도 한라산에서 벌꿀농사와 감귤농사를 짓는

김인순의 허니제주
제주 감귤의 고장 서귀포에서 노지감귤을 초생재배로 해충의 밀도를 줄여 유기합성제품의
사용 횟수를 최소화하여 더욱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고 한라산 자락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려니숲과 곳자왈 그리고 넓은 들판에 자생하는 야생화의 꽃꿀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농업인

12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생산품 상세설명

1. 감귤
｜제품규격 5kg/10kg
｜제품가격 15,000/25,000원

2. 감귤꽃꿀
｜제품규격 1kg/2.4kg
｜제품가격 25,000/5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3

4

3. 때죽나무꽃꿀
｜제품규격 1kg/2.4kg
｜제품가격 25,000/5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4. 들꽃꿀
｜제품규격 1kg/2.4kg
｜제품가격 15,000/35,000원
5

｜제품유형 건강식품

5. 밀랍초 제조체험
양봉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자연산 밀랍을 이용
하여 다양한 밀랍초를 제조하는 체험입니다.

6. 허니비누 만들기 체험
양봉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자연산 꿀, 프로폴
리스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드는 체험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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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스에코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ww.hansecofarm.net

T. 064-753-5055~6 F. 064-739-6102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386-72

껍질째 레몬청을 드셔야 한다면

무농약 제주 레몬

40년 제주농부가 만들어 가는 친환경 바른먹거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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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무농약 제주레몬
｜제품규격 1kg/2kg/3kg/5kg
｜제품가격 18,900원/33,000원
43,000원/65,000원

2. 자색당근 슬라이스
｜제품규격 50g
｜제품가격 8,900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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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인장마을
T. 064-772-5886 F. 064-772-5956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418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제주선인장마을에서
만나보세요
제주특산물인 손바닥선인장을 1995년부터 재배하면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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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생산품 상세설명

1. 백년초차

2. 선인장 청차

3. 선인장 비누

｜제품규격 250g

｜제품규격 1.2kg

｜제품규격 300g(100g*3개)

｜제품가격 70,000원

｜제품가격 50,000원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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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토향
bt.ejeju.net

T. 064-796-2521 F. 064-711-6332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372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만나다

녹고의눈물

5년 이상된 제주의 섬오가피 뿌리만으로 순수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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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생산품 상세설명

1. 녹고의눈물 750 도자기

2. 녹고의눈물 500 보틀

3. 제주본초술세트

｜제품규격 750ml(16%)

｜제품규격 500ml(16%)

｜제품규격 500ml*2(16%)

｜제품가격 41,000원

｜제품가격 23,000원

｜제품가격 45,000원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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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청원

www.spiritedgarden.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22-3701 F. 064-772-3704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생각하는 정원에는 관찰과 사색을 통해 얻은 나무와 분재에 대한 철학을 담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한 농부의 꿈을 향한 집념과 철학과 예술이 담긴 생각하는 정원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천국의 정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원내 세계 10대 푸드와
제주 로컬푸드로 정성껏 요리한 점심힐링뷔페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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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생각하는정원
생각하는 정원의 6가지 테마정원을 산책하며
정원 속 가장 편안한 휴식을 느껴 보세요!
｜관람요금 어른12,000원, 경로 10,000원,
어린이 7,000원
1

2. 잉어 먹이주기 체험
철갑상어 & 황금잉어, 비단잉어 연못 2곳
｜체험비 1,000원

3. 생각하는 정원의 <미니 동물원>

2

타봅ZOO 만져봅ZOO 즐겨봅ZOO!
아이들이 동물들을 만나 만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어른들은 품격있는
정원의 나무와 괴석, 연못 속에서 평화를 느끼며
나무들과 삶의 깊이 있는 사색과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체험비 무료

4. 세계3대커피 & 맷돌커피체험
맷돌을 이용하여 원두를 분쇄하고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시는 체험으로 커피의
진정한 맛을 느끼며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로스팅한 원두판매
｜체험비 1인 10,000원
4

5. 분재
정문입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재목을
판매하며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화물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제품가격 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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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식품 영농조합법인
T. 064-792-5329 F. 064-792-0917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81번길 39

전통적인

된장과 간장
20년간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전통적인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있으며,
옹기를 이용한 숙성으로
옛날 장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3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전통무릉된장
｜제품규격 1Kg
｜제품가격 13,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2. 전통무릉간장
｜제품규격 1Kg
｜제품가격 11,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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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케이바이오

www.bkbio.com / honestin.com

6차산업 유형
1×2

T. 064-753-8600 F. 064-782-6188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8 (용암해수단지)

제주 자연담은

비케이바이오
바이오 소재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제주도의 다양한 과채를 활용하여
제주 자연담은 양배추브로콜리즙 외 건강즙부터 제주 자연담은 한라봉감귤 착즙주스, 물타지
않은 제주스무디 등 다양한 음료를 생산하여 자사 브랜드 “어니스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 소재를 활용한 OEM/ODM, 기능성 소재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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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제주 자연담은 양배추브로콜리즙
｜제품규격 100ml*30 개입
｜제품가격 3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제주 자연담은 한라봉 감귤

3. 한라봉담은 감귤주스

｜제품규격 270 ml

｜제품규격 100ml*10개입

｜제품가격 3,000원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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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84호 제주고소리술익는집
www.jejugosorisul.com

6차산업 유형
1×2×3

T. 064-787-5046 F. 064-787-5048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26

탐라시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귀중한 명주

대한민국 고소리술 명인과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빚고 있습니다.
제주고소리술은, 제주산좁쌀(보리쌀)과 전통누룩만을 이용하여 손맛으로
똑 부러지게 맛을 내고 「고소리」라는 소줏고리로 한방울, 한방울 닦아내립니다.
일체의 첨가물이 없으며, 항아리에서 오랜시간 숙성 후 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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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제주고소리술
(증류식소주)

2. 제주오메기맑은술
(약주)

｜제품규격 400ml

｜제품규격 500ml

｜제품가격 45,000원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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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개 협동조합
pgmarket.co.kr

T. 064-764-0116 F. 0303-3447-0409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서로326번길 38-51

정년없는 인생2막, 노년이 아름다운 삶
멋진 인생2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

폴개 협동조합
•유기농 블루베리와 감귤농장 운영

•폴개네 드림캠프(펜션, 캠프장, 체험학습장) 운영
•사계절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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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폴개네 허니 pol pol

2. 폴개네 벌꿀 & 벌꿀 330

｜제품규격 벌꿀 10g, 벌화분 5g

｜제품규격 벌꿀 300g*2병

｜제품가격 35,000원

｜제품가격 20,000원

｜제품유형 벌꿀 & 벌화분 스틱

｜제품유형 벌꿀

3. 폴개네 벌꿀 & 벌화분 330

4. 100% 제주 감귤즙

｜제품규격 벌꿀 300g, 벌화분 200g

｜제품규격 150ml/150ml*15개

｜제품가격 30,000원

｜제품가격 1,500원/22,500원

｜제품유형 벌꿀 & 벌화분

｜제품유형 차/음료

체험 프로그램
유기농블루베리 수확체험, 감귤수확체험을 비롯해
블루베리 케이크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플라
워 디퓨져 만들기, 마크라메, 청, 잼 만들기, 버섯kit,
오감 만족 친환경 비누 kit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을 넓은 농장과 쾌적한 체험학습장에서 4계절 운영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1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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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향기

blog.naver.com/ppllk3871
T. 064-784-0202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50

바른 마음으로 바른 먹거리를

직접 재배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원물을 직접 재배하여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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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감귤

2. 메밀

3. 비트

4. 무

5. 보리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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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초협동조합
www.jejucoop.com

6차산업 유형
1×2×3

T. 070-4035-7071 F. 0505-377-9988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2길 22-13

제주의 가치를 전달드립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과 함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제주의 가치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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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흑돈주

2. 어우야

3. 황칠주

｜제품규격 365ml

｜제품규격 365ml

｜제품규격 365ml

｜제품가격 12,000원

｜제품가격 12,000원

｜제품가격 12,000원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4. 동백꽃,제주

5. 주작

｜제품규격 365ml

｜제품규격 365ml

｜제품가격 12,000원

｜제품가격 12,000원

｜제품유형 주류

｜제품유형 주류

6. 제주 전통주 2종세트
｜제품규격 365ml*2병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주류

7. 레드비트 파우더

8. 자이라 더 레드 마스크

9. 자이라 제주 황칠 편백스프레이

｜제품규격 2g*30ea

｜제품규격 1박스(5매 25ml*5)

｜제품규격 120ml/350ml

｜제품가격 29,000원

｜제품가격 20,000원

｜제품가격 9900원/21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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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마농수산
T. 064-738-7949 F. 064-738-0978 서귀포시 일주서로 686

제주의 자연을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제주테마농수산

고당고 고품질의 제주제철과일 수확하고 판매합니다.
감귤따기체험을 통해 직접 자연, 농장체험을 제공하고, 수제잼과 청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제주테마농원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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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4

생산품 상세설명

1. 한라봉

3. 제주애플망고

｜제품규격 5kg

｜제품규격 3kg

｜제품가격 65,000원

｜제품가격 싯가 (120,000원~140,000원)

2. 레드향

4. 수제 제주천혜향생강청

｜제품규격 5kg

｜제품규격 450ml

｜제품가격 50,000원

｜제품가격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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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www.jejusanjo.co.kr

6차산업 유형
1×2

T. 064-748-2327 F. 064-747-2327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서길 40

함께하는 숲, 더불어사는삶! 우리 숲의 선물인 “임산물”!

우리 임산물을 안심하고
드릴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임산물유통사업 다변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임산물제품 판매품목의 개발 및 다양화,
임산물 생산자 지원 확대 및 원재료수매 확장, 임산물 계통출하 및 판로개척 추진을 통해
지역임가의 소득향상과 제주 산림자원을 주제로 한 체험 등을 소재로 산림을 6차산업으로
접목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제주시산림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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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4

3

5

생산품 상세설명

1. 제주밭담 산채나물 비빔밥
｜제품규격 210g
｜제품가격 3,800원

2. 제주밭담 표고버섯밥
｜제품규격 210g
｜제품가격 3,600원

3. 제주밭담 도라지밥
｜제품규격 210g
｜제품가격 3,800원

4. 제주밭담 더덕밥
｜제품규격 210g
｜제품가격 3,800원

5. 제주밭담 취나물밥
｜제품규격 210g
｜제품가격 3,600원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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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영농조합법인 남원점
www.슁켄하우스.com

T. 064-767-4822 F. 064-764-482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로250번길 27

친환경으로 직접 키워 만든

신선 가공 제품

친환경 직영농장(haccp농장)에서 직접키운 돈육을 사용하여 신선한 냉장 원료육과
제주산 부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제품과 신선냉장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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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4

5

생산품 상세설명

1. 떡갈비 스테이크

3. 슁켄슈바인학센

5. 감귤바이스부어스트

｜제품규격 120g

｜제품규격 800g

｜제품규격 280g

｜제품가격 3,200원

｜제품가격 25,000원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반찬류

2. 코시롱 안심육포

4. 제주 생햄

｜제품규격 140g

｜제품규격 20g

｜제품가격 18,000원

｜제품가격 2,2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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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제주원푸드
www.jejuonefood.com

6차산업 유형
1×2

T. 064-751-1014 F. 064-902-9522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3길 112

Better For You Food

제주 자연이 사랑으로 키우고

제주원푸드가 정성 담아 만들다.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 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주원푸드의 감귤칩 시리즈는 맛, 건강, 편의성의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원물의 맛을 최대한 살린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컨템포러리 푸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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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3

2

4

5

6

7

생산품 상세설명

1. 허니버터 감귤칩
｜제품규격 개별포장 박스형(45g)
박스형(30g)
파우치형(25g)
｜제품가격 10,000/5,000/3,000원

3. 요구르트 감귤칩
｜제품규격 개별포장 박스형(66g)
파우치형(25g)

5. 카카오 감귤칩
｜제품규격 개별포장 박스형(60g)
파우치형(25g)

｜제품가격 10,000/3,000원

｜제품가격 10,000/3,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2. 햇살품은 감귤칩(파우치)
｜제품규격 25g

4. 화이트 감귤칩
｜제품규격 개별포장 박스형(60g)
파우치형(25g)

｜제품가격 4,000원

｜제품가격 10,000/3,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6. 요거트 감귤칩(수출용)
｜제품규격 개별포장 박스형(60g)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7. 코코아 감귤칩(수출용)
｜제품규격 개별포장 박스형(60g)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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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생영농조합법인

smartstore.naver.com/zhtlfhd
T. 064-756-4192 F. 064-758-4192 제주시 도련6길 59

100세 시대의

건강한 잡곡
제주 밭담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햇살, 깨끗한 물을
머금고 자란 곡식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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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2

3

4

5

6

생산품 상세설명

1. 코시롱참기름

4. 제주 가파도 깨보리건빵

｜제품규격 80ml/150ml/300ml

｜제품규격 240g

｜제품가격 11,000원/21,400원/42,500원

｜제품가격 3,000원

｜제품유형 참기름

｜제품유형 과자

2. 코시롱 제주볶음참깨

5. 제주 가파도 무농약 보리쌀

｜제품규격 80g/120g/240g

｜제품규격 1kg/2kg

｜제품가격 7,400원/11,500원/22,500원

｜제품가격 4,000원/7,800원

｜제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유형 잡곡

3. 코시롱 제주개역

6. 제주 가파도 무농약 찰보리쌀

｜제품규격 800g

｜제품규격 1kg/2kg

｜제품가격 8,300원

｜제품가격 4,200원/8,000원

｜제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유형 잡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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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낭또 영농조합법인
jvygold.com

T. 080-7686-9999 F. 0303-3441-2017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699-38

황칠나무의 명품화

제주도 황칠나무 원자생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공동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 관광농업화
•황칠 약용작물 연구 및 생산, 가공 , 판매, 유통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업
•황칠숲 체험 힐링투어 체험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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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천보황 황칠진액
｜제품규격 350g

2. 황칠미황수
｜제품유형 화장품

3. 황칠환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4. 황칠낭또 모닝콜
｜제품규격 25mg*700정
｜제품유형 건강식품

5. 황칠나무천연염색
배넷저고리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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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캔디원
www.candyone.co.kr

T. 064-784-5260 F. 064-784-5261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384

세계최대 핸드메이드
수제캔디를 만드는 제주 캔디원
수제캔디제조·전시·체험·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멀티공간!
수제젤리 및 초콜렛, 쿠키 등 다양한 디저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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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2. 감귤수제젤리
젤라틴성분이 아닌 팩틴만을
사용하였고 그곳에 감귤
농축액을 넣어 더욱 부드럽고
진한맛이 납니다.
｜제품규격 100g팩
｜제품가격 9,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1. 감귤수제캔디
 귤모양을 전통방식인 엿만드는 공정으로하여
감
만들어 바삭하며, 감귤농축액을 넣어 더욱 맛있는
수제캔디입니다.

3. 캔디강정
국산 검은콩, 제주산메밀, 참깨를
넣어 더욱 고소하며 곡물이
단맛과 잘 혼합되어 바삭합니다.

｜제품규격 100g팩 (팩+종이상자)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규격 100g팩
｜제품가격 9,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캔디제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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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즐거운주식회사
T. 064-724-5228 F. 064-752-5228 제주시 명림로11

표고버섯 원물 그대로를
즐길수 있습니다.

건강식재료 표고버섯을 재배하며. 이를 가공 제조 판매하는 회사.
명품 “표고버섯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제품은 체취후 48시간내에 증숙 냉동 처리하며.
저온 진공 상태에서 85도이하로 유탕처리함으로서 대부분에 맛과 향 그리고
영양성분이 살아있음으로 표고버섯을 있는 그대로 섭취할수 있습니다.
우리모두에 건강간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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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1. 원물 표고버섯과자
｜제품규격 30g
｜제품유형 간식류

2. 원물 레트비트과자
｜제품규격 70g
｜제품유형 간식류

3. 원물 브로콜리과자
3

｜제품규격 70g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157

76

제주동백 주식회사

6차산업 유형
1×2

T. 064-738-6377 F. 064-738-6378 서귀포시 중문로26번길 12

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제주동백(주)는 청정 제주의 동백꽃을 주원료로 고품질의 다양한 식품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동백꽃을 활용한 식품개발 및 제조에 관한 ISO22000 인증 획득과
자연친화적 생산방식으로 웰빙식품의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특허를 바탕으로 신기술 확보 및
새로운 동백브랜드 제품 개발에도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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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동백꽃비타C
제주의 식용동백꽃에서 추출한
신선하고 건강한 영양소를 담은
동백꽃비타C입니다.
｜제품유형 건강식품

2. 동백꽃초콜릿
기능성 동백꽃의 천연원료 추출물을
혼합하여 건강한 맛과 제주의 향기를
담았습니다.

3. 동백꽃차
인공색소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무색소, 무인공향, 무합성보존료)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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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북촌
T. 064-752-1507 제주시 조천읍 북촌5길 6

사계절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사계장미를 테마로 한 체험농장을 제주 최초로 운영함으로써
1차 산업인 화훼작물(장미, 허브, 수국, 핑크뮬리 등) 판매를 극대화함을 물론
체험농장 운영과 동시에 내방한 고객을 대상으로 2차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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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장미 판매 및 체험
사계장미(20여종), 유럽장미(10여종)
｜제품규격 화분장미: 24.5*24.5*14
｜제품가격 묘목: 30,000원
장미 체험: 3,000원

수국
국내수국(10여종), 유럽수국(10여종)
｜제품규격 화분수국: 24.5*24.5*14
｜제품가격 묘목: 30,000원
체험: 3,000원

핑크뮬리
핑크뮬리(2종), 팜파스(1 종)
｜제품규격 화분 핑크뮬리(17*19*9)
｜제품가격 묘목: 3,000원
체험: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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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제주 농업회사법인(주)
www.yumyumjeju.com

T. 064-784-5507 제주시 조천읍 신촌9길 8 1층

제주도 농산물로 만든

수제잼, 마말랭

냠냠제주는 2014년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제주의 로컬 농산물을
새롭게 소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농산물 마다 어울리는 맛을 찾아 개발한
다양한 레시피로 고품격 잼, 마말랭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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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감귤 마말랭
친환경 감귤을 껍질째 썰어 강한불로 졸여 만들어
감귤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잼.
｜제품규격 165g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잼

2. 땡귤 마말랭
풋귤로 만들어 새콤한 맛과 쌉싸래한 맛이 특징, 단맛이 적고
기능성비타민(비타민 P)을 함유하고 있어 달지 않은 잼.
｜제품규격 165g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잼

3. 당근 마말랭
당근을 갈지 않고 채로 썰어 만들기 때문에 당근시럽과 잘게 썰린
당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달콤하면서 산뜻한 당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165g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잼

4. 마말랭 3p 선물세트
마말랭 선물세트입니다. 판매하는 마말랭중 세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자와 쇼핑백 가이드북이 함께 제공됩니다.
｜제품규격 165g*3
｜제품가격 26,000원
｜제품유형 잼

5. 마시는마말랭/마말랭 5p 선물세트
마말랭과 마시는 마말랭이 함께 있는 구성입니다. 마말랭은 빵에
바르거나 크래커에 올려드세요. 마시는마말랭은 따뜻한물과 함께
차로,소다수에 넣어 에이드 혹은 모히토 칵테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165g*3/120g*2
｜제품가격 36,000원
｜제품유형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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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진팡 주식회사
www.yujinfang.kr

T. 064-762-3116 F. 064-738-3110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399번길 31-7 1층

건강을 생각하는

바른 먹거리 제안, 유진팡
유진팡은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하며,
파인애플, 파파야, 사탕수수등의 열대 과일 체험농장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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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천연발효식초 3종

(바나나, 감귤, 아로니아)

2. 유진팡 과일청 3종

(바나나, 풋귤, 아로니아)

무농약 바나나, 감귤, 아로니아를 직접 생산하여
천연자연발효 시킨 식초

 나나,감귤,아로니아를 직접 생산하여 설탕과
바
배합하여 만든 과일청

｜제품규격 350ml/350ml/350ml

｜제품규격 350ml/350ml/350ml

｜제품가격 15,000원/15,000원/15,000원

｜제품가격 10,000원/10,000원/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4. 유진팡 잼세트
(바나나, 한라봉)

직접생산한 무농약 바나나에
최소한의 설탕을 넣어 만든
바나나잼, 직접 생산한 한라봉에
최소한의 설탕을 넣어 만든
한라봉잼
｜제품규격 220g/220g
｜제품가격 10,000원/10,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3. 동결건조스넥
(바나나, 감귤)

직접 생산한 무농약 바나나를 동결건조(무첨가)
직접 생산한 감귤을 동결건조(무첨가)
｜제품규격 바나나70g/30g/감귤 30g
｜제품가격 15,000원/7,000원/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5. 유진팡 건조과일칩
(바나나)

무농약 바나나를 직접 생산하여
열풍건조한 바나나 칩 (무첨가)
｜제품규격 120g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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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살롱협동조합
www.하효맘.com

T. 064-732-8181 F. 064-732-8185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217-8

100% 우리밀과 감귤로 만든

제주 전통 한과!

하효살롱협동조합은 제주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제주의 전통한과, 그리고 체험서비스 및 전통음식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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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하효맘감귤과즐
하효 부녀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감귤과 100% 우리밀로
만들어지며, HACCP에서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되는
안전식품입니다.
｜제품규격 30g*8개입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감귤칩과즐
하효 부녀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감귤과 100% 우리밀로
만들어지며, HACCP에서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되는
안전식품입니다.
｜제품규격 30g*8개입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제주보리과즐
100% 우리밀과 제주 보리로 만들어지며, HACCP에서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되는 안전식품입니다.
｜제품규격 30g*8개입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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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원

www.banglimwon.com
T. 064-773-0090 F. 064-773-0088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사계절이 즐거운

야생화박물관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주는 힐링과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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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귤청
 림원에서 귤(100%)로 직접
방
만든 귤청입니다.
｜제품규격 400ml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하귤청
방림원에서 하귤(100%)로 직접
만든 하귤청입니다.
｜제품규격 400ml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3. 한라봉청
방림원에서 한라봉(100%)으로
직접 만든 한라봉청입니다.
｜제품규격 400ml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4. 청귤청
 림원에서 청귤(100%)로 직접
방
만든 청귤청입니다.
｜제품규격 400ml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5. 댕유자청
방림원에서 댕유자(100%)로
직접 만든 댕유자청입니다.
｜제품규격 400ml
｜제품가격 2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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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한라종합식품
www.hallafd.com

6차산업 유형
1×2

T. 064-796-6030 F. 064-796-9030 제주시 한림읍 가린내길 114

맛과 건강, 특산품을 활용

제주도 대표 떡생산 업체
동의보감에 소개된 황칠나무를 활용하여, 소금 및 떡을 생산하여, 맛과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영하 60도 극저온시설을 활용하여, 해동 후 별도의 데우는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주력상품입니다. 제주에 상징인 감귤과 한라봉을 활용하여,
하루방떡과 한라봉떡을 신규 런칭 하였습니다.

17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한라봉떡

2. 하루방떡

떡 반죽에 제주 감귤 레진을 사용하여 향과 맛을 냈습니다.
앙금에는 제주 한라봉 퓨레가 30% 첨가되어 한라봉의
상큼한 맛과 과일떡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떡 반죽에 제주 감귤 레진을 사용하여 향과 맛을 냈습니다.
앙금에는 제주 감귤이 15.5% 첨가되어 제주감귤의 상큼한
맛과 과일떡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120g

｜제품규격 120g

｜제품가격 2,500원

｜제품가격 2,5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3. 황칠오메기떡

4. 황칠소금

황칠소금 및 황칠엑기스를 넣어. 건강한 맛을 추구한
제품으로, 100% 국내산 찹쌀과 흑찰현미, 차조를 이용하여
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칠발효액에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을 사용하여 구워서
제주한 소금입니다. 일반 소금 대비 고온의 제조과정에서
30% 나트륨이 제거된 건강한 소금입니다.

｜제품규격 120g

｜제품규격 250g/500g/1kg

｜제품가격 2,500원

｜제품가격 11,250원/21,750원/33,6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유형 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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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비식품

eungabi.itrocks.kr
T. 064-784-4755 F. 064-784-4756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1길 14

제주 감귤로 빚은 천연의 맛

감귤과즐, 제주를 넘어 세계로
은가비란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하다’라는 뜻으로 은가비식품은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과 수작업을 통해 제주의 맛을
위생적으로 감귤과즐 등 제품에 담아내고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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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은가비 감귤과즐 세트
제주도에서 본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음식으로 쌀이 귀하던 시절부터
감귤과즐을 빚었으며, 제사상에도 올리던
제주도 전통음식입니다.
｜제품규격 350g(35g*10입)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은가비 감귤대추한과 세트
제주도에서 본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음식으로 쌀이 귀하던 시절부터
감귤과즐을 빚었으며, 제사상에도 올리던
제주도 전통음식이며, 국내산대추를
첨가하여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제품규격 350g(35g*10입)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은가비 올레땅콩 세트
올레길 간식으로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제품규격 400g(40g*10개입)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173

8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www.jejucocori.com

T. 064-748-6770 F. 070-8257-5541 제주시 애월읍 하귀6길 22

전성분 식품원료 사용으로
청정 제주를 더한 감귤 담은

천연주방세제

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은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폐기될
귤을 수매하고, 귤의 가치에 가능성을 더해 천연 제품을
개발·제조·유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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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코코리 천연주방세제

2. 코코리 천연거품비누

감귤 천연계면활성제와 식품첨가물 수준의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물에 생분해되는 친환경 주방세제

감귤 에센스오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손을 씻고 난
후에도 촉촉한 보습효과

｜제품규격 750ml

｜제품규격 300ml

｜제품가격 13,500원

｜제품가격 8,8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3. 코코리 천연살균소독제
곡물발효주정 에탄올과 감귤 오일로 뛰어난 향균, 살균,
탈취효과
｜제품규격 50ml/300ml
｜제품가격 4,500원/10,9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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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루

www.vinegar1day.com
T. 064-743-3007 F. 064-749-3009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254-3 가동

정제수를 섞지 않은

천연발효식초

청정제주의 특산품의 감귤을 활용하여 정제수를 섞지 않고
항아리에서 자연발효한 건강한 천연발효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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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제주감귤식초

2. 제주감귤레드비트 식초

천연발효에 필요한 소량의 설탕과
효모만을 사용하여 국내산 항아리
에서 자연발효시킨 제주감귤식초

3. 제주감귤파인애플 식초

｜제품규격 420ml

 초의 초산은 음식물의 소화흡수
식
를 도와 인체의 에너지를 내게 하고,
구연산은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
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정제수를 쓰지 않고 탈피한 100%
제주산 감귤로만 제조한 천연발효
식초에 파인애플을 넣어 2차 숙성
시킨 건강음료

｜제품가격 18,000원

｜제품규격 420ml

｜제품규격 420ml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제품가격 18.000원

｜제품가격 18.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4. 맛있는감귤초
비타민 c가 많아 감기예방에 좋으며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제품규격 250ml
｜제품가격 13,000원

5. 미니3종세트
｜제품규격 120ml+120ml+120ml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6. 3종세트

7. 2종세트

｜제품규격 420ml*3

｜제품규격 250ml+250ml

｜제품가격 54,000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제품유형 차/음료, 소스/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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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주마미

smartstore.naver.com/jejumami
T. 064-723-0318 F. 064-723-0318 제주시 조천읍 신와로 119-1 1층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건강한

곡물 과자

제주의 흑보리와 청보리, 그리고 산듸.
좋은 재료에 엄마의 정성을 담아 건강한 간식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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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1. 호끌락칩스
국내산 현미와 제주 흑보리를 사용한 곡물팽화스낵 천연감미료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용 화학첨가물, Gluten FREE, Non GMO
제주의 상징 조랑말, 돌하르방 모양의 과자
｜제품규격 60g/20g
｜제품가격 3,000원/1,5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2. 호끌락칩스 감귤쌀칩
국내산 현미와 제주감귤쌀을 사용한 곡물팽화스낵 천연 건조
감귤칩 첨가 화학첨가물, Gluten FREE, Non GMO 제주의 상징
조랑말, 돌하르방 모양의 과자
｜제품규격 25g
｜제품가격 3,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3. 제주밥씸 누룽지(가파도청보리, 산듸, 하수오)
가파도청보리, 산듸(제주밭벼), 하수오추출액을 첨가한 누룽지
소포장된 1mm두께의 스낵형 누룽지 화학첨가물, Gluten FREE,
Non GMO 제주전통 대나무용기 ‘차롱’ 모양 패키지
｜제품규격 18g*10ea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179

87

양춘선식품
T. 064-794-9466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1567번길 16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감귤과 한라봉으로 신선하고 상큼한 제주의 맛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부의 진실어린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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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감귤오색식초

2. 감귤비빔밥된장

 주도 특산품인 감귤과 몸에 좋은 수세미, 양파, 매실,
제
감식초를 발효하여 만든 식초입니다. 식품에 첨가하여
먹거나, 물에 타서 음료로 마시면 좋습니다.

재래된장에 직접 담근 과일 소스와 감귤주스, 성게, 쇠고기
등을 넣어 맛과 영양이 풍부합니다. 따뜻한 밥에 각종 야채와
함께 비벼먹거나, 쌈 채소와 싸먹어도 좋습니다.

｜제품규격 500ml

｜제품규격 1kg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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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원목장 영농조합법인
T. 010-8229-0615 F. 0505-300-0615 제주시 조천읍 선흘남4길 264-23

작은말과 함께하는 체험 및 천연염색,

한과만들기 체험목장

작은말과 함께하는 동물체험 및 제주 자생식물을 재료를
이용한 천연염색체험을 모두 느끼는 체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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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2

생산품 상세설명

1. 천연염색 체험

2. 말엿체험

 주 자생식물을 이용한 천연염료를 가지고 직접 원단에
제
염색하는 천연염색 체험

 주의 건강식 말고기로 만든 말엿을 이용해 한과를
제
만들어보는 체험

｜제품규격 60cm*60cm

｜제품규격 250g

｜제품가격 11,000원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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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스
www.jejuhans.com

T. 064-784-9234/9235 F. 064-784-9236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3길 24-9

감귤과수원 안에 자리잡은

체험형 카페・수제조청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한스는 감귤과수원 안에 위치한
체험형 카페로 수제조청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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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4

5

6

생산품 상세설명

1. 흑도라지조청

3. 황칠조청

5. 청귤조청

흑도라지70%(국내산), 쌀20%,
엿기름10%
직접 가마솥에 고아 만드는 수제조청

황칠49%(제주산), 비수리21%(국내산),
쌀20%, 엿기름10%
직접 가마솥에 고아 만드는 수제조청

｜제품규격 600g

｜제품규격 600g

｜제품규격 600g

｜제품가격 29,000원

｜제품가격 49,000원

｜제품가격 49,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2. 흑더덕조청

청귤70%(제주산), 쌀20%, 엿기름10%
직접 가마솥에 고아 만드는 수제조청

4. 조릿대조청

흑더덕70%(제주산), 쌀20%,
엿기름10%
직접 가마솥에 고아 만드는 수제조청

조릿대70%(제주산), 쌀20%,
엿기름10%
직접 가마솥에 고아 만드는 수제조청

｜제품규격 600g

｜제품규격 600g

｜제품가격 49,000원

｜제품가격 39,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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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제주백차
www.dovana.co.kr

T. 064-787-6788 F. 064-787-6788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19번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차
직접 재배하는 차와 제주의 허브를 이용해 차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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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유리병

2. 티백(2g)

3. 삼각잎차(2g)

10회 이상 드실 수 있는 양의 찻잎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티백은 순면에 담겨 있으며,
티백은 사용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가격 순수제주 400원/g

｜제품가격 순수제주 1,700원

혼합제주 500원/g
｜제품유형 침출차

혼합제주 1,800원
｜제품유형 침출차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담겨
있으며, 고깔의 형태로 찻잎이
부서짐을 방지합니다.
｜제품가격 순수제주 1,200원
혼합제주 1,300원
｜제품유형 침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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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무궁무진
mgmjfamily.co.kr

T. 064-751-9777 F. 064-752-9778 제주시 도두봉2길 36

청정 제주의

건강에너지를 담은 김치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명과 믿음의 철학이 담긴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18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청정 제주의 건강에너지를 담은 감귤포기김치
비타민C가 풍부한 제주의 감귤과 찹쌀, 마늘, 대파, 맑게 숙성
된 새우젓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잇는 종합보양 식품,
유산균이 살아있는 좋은김치로 면역력을 키우세요
｜제품규격 3kg/5kg/10kg
｜제품가격 26,100원/46,000원/75,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2. 아삭 아삭 맛있는 알타리김치
깨끗하게 손질한 건강한 알타리 무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이며, 알타리무 특유의 아삭 아삭한 식감과 무궁
무진 양념이 적절하게 어울어진 맛있는 김치입니다.
｜제품규격 2kg/3kg/5kg
｜제품가격 23,000원/34,500원/57,500원
｜제품유형 반찬류

4. 제주의 특산물, 자리젓갈 김치
제주의 특산물인 자리돔을 젓갈로 만들어서 뼈채 갈아 만든 무
궁무진의 대표특산물 김치, 제주도의 싱싱한 잔 배추로 만들어
배추의 영양소와 자리돔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만점 김치입니다.
｜제품규격 2kg/3kg/5kg
｜제품가격 28,000원/42,000원/70,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5. 청정제주의 깨끗한 물로 만든 백년초 백김치
제주의 맑은 물과 제주의 월동무, 백가지 병을 고친다는 백년초
의 조화로 만들어진 백년초 백김치. 빛깔과 맛이 일품인 시원한
김치입니다.
｜제품규격 2kg/3kg/5kg
｜제품가격 19,000원/28,500원/47,500원
｜제품유형 반찬류

3.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갓김치
파릇 파릇한 싱싱한 갓으로 고춧가루와 젓갈의 적절한 조합과
갓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기가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며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2kg/3kg/5kg
｜제품가격 21,000원/31,500원/52,500원
｜제품유형 반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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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로얄식품

www.jejuroyalfood.com
T. 064-702-5181/702-3434 F. 064-702-8620 제주시 아란서길91(아라일동)

제주에서

제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아름다운 제주의 원료를 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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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설렘이가득한제주 레드향차

2. 설렘이가득한제주 백년초차

제주 레드향(만감류) 주원료를 가지고 맛있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주 백년초열매 주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과 맛을 한번에
만들었습니다.

｜제품규격 320g

｜제품규격 320g

｜제품가격 6,000원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3. 설렘이가득한제주 황금향차

4. 설렘이가득한제주 풋귤차

제주의 황금향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상큼한 차입니다.

제주의 풋귤(청귤)을 가지고 건강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품규격 320g

｜제품규격 320g

｜제품가격 6,000원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5. 설렘이가득한제주 천혜향차
제주의 천혜향을 주원료로 맛있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제품규격 320g
｜제품가격 6,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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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오름영농조합법인
www.greenpebble.co.kr

T. 064-772-5011 F. 064-772-5021 제주시 한림읍 수동7길 54-3

새오름영농조합법인

그린페블에서

오감만족을 느껴보세요!
본사는 3,000여 평의 부지에 석창포를 직접 재배하여
석창포의 고유 효능인 진정작용, 불면증 해소 및 뇌기능개선을 활용한
가공 및 체험 판매장을 운영하는 농촌 융복합 6차산업 운영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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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4

5

6

생산품 상세설명

1. 제주석창포 발효차

4. 제주석창포카카오닙스

총명탕의 주재료인 석창포를 직접 재배하고 본사 특허기술로

에콰도르산 볶은 카카오에 제주석창포 농축액과 사탕수수

발효하여 맛과 향이 뛰어나며 간편하게 우려 마실 수 있어 누구나

원액인 마스코바도를 혼합하여 쓰지 않고 부드러운 단맛을 느낄

쉽게 드실 수 있는 기능성 침출차입니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품격 카카오닙스 입니다.

｜제품규격 60g

｜제품규격 90g

｜제품가격 20,000원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간식류

2. 제주석창포 발효차 선물세트

5. 제주석창포 프랄린초콜릿

5년이상 키운 석창포를 발효차로 만들어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카카오를 직접 갈아 만든 이태리산 리얼 다크초콜릿(카카오함량

할 수 있게 개별 포장(60g,30g×2개)하여 휴대성과 위생적인

60%)에 제주석창포 가나슈를 혼합하여 만든 리얼 초콜릿 고유의

기능성 침출차입니다.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제품입니다.

｜제품규격 120g

｜제품규격 12g*12개입/12g*9개입

｜제품가격 45,000원

｜제품가격 12,000원/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간식류

3. 제주석창포메모리

6. 제주석창포 바크초콜릿

석창포를 주원료로 하수오, 잔대, 귤피, 수국잎, 감초 등을혼합
발효하여 한의학적 총명탕의 처방원리에 입각하여 제조한
기억력상승 등 뇌기능 개선 컨셉의 발효 액상 파우치 제품입니다.

카카오를 직접 갈아 만든 이태리산 화이트초콜릿에 직접 재배한

｜제품규격 100ml*30개입

｜제품규격 100g

｜제품가격 60,000원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간식류

감귤 등을 플레이팅하여 시각과 감각적 만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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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네 농업회사법인(주)
smartstore.naver.com/inhane

T. 064-749-8675 F. 064-749-8674 서귀포시 안덕면 감천로 240

제주를 담은

명품과일 인하네
인하네는 제주지역 농부와 열정이 가득한 순수한 제주 청년의 만남을
시작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끊임없는 무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제주 온라인 농산물 시장의 척도를 180도 바꾸어 놓은 트렌디함을 리드해
나아가는 제주 대표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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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노지 감귤
청정제주의 바람과 이슬 맞은 제주감귤입니다.
｜제품규격 3kg/5kg/10kg

2. 황금향
'부와 명품의 향기'라는 뜻의 황금향은 맛은 한라봉과 천혜향을
섞어놓은 듯하고 향기가 좋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품종입니다.
｜제품규격 3kg/5kg

3. 한라봉

4. 천혜향

한라봉은 제주감귤과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겨울 제철과일이다.

일반 감귤에 비해 당도가 훨씬 높고 과즙이 매우 풍부하다. 향이

크기나 모양이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표면이 더욱 거칠고 당도가

은은하고 껍질이 얇으며,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탄력 유지와

높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다.

｜제품규격 3kg/5kg

｜제품규격 3kg/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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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울 영농조합법인(보롬왓)
인스타그램 boromwat_

6차산업 유형
1×2×3

T. 064-742-8181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300-29

제주 바람 부는 밭 : 보롬왓
보롬왓은 넓은 대지에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이 피고,
제주메밀로 만든 먹거리와 알록달록 깡통기차 등 즐길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19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1. 라벤더 미스트&핸드크림

2. 메밀크로와상

3. 보라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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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르블랑

manorblanc.modoo.at
T. 064-794-0999 서귀포시 일주서로 2100번길 46

사계절 꽃이 피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체험공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꾸며진
4천여 평의 정원에서의 힐링과 특별한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산업인 원예/화훼 식물(수국, 핑크뮬리, 팜파스그라서, 동백 등) 및
기타부자재(화분, 비료, 상토 등)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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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수국
｜체

2. 핑크뮬리
험 3,500원

｜제품가격 P14 포트(국내생산) 5,000원,

｜체

험 3,500원

｜제품가격 3치 포트 1,500원, 24cm 화분 15,000원

P14 포트(유럽수입) 20,000원

3. 팜파스 그라스
｜체

험 3,500원

｜제품가격 29cm 화분 4년생 50,000원,

4. 동백
｜체

험 3,500원

｜제품가격 48cm 화분 45,000원, 60cm 화분 100,000원

48cm 화분 5년생 100,000원

5. 유럽수입화분
｜제품가격 19cm 1,200원
29cm 3,500원
48cm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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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숲곶자왈공원
www.jejupark.co.kr

6차산업 유형
1×3

T. 064-772-2488 F. 064-773-1004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594-1

제주의 천연 원시림 곶자왈에서

다양한 힐링 체험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천연원시림 곶자왈에서 다양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 지역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제주의 숲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함께 숲을 동행하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농업 농촌의 교육의 장입니다.
버려졌던 돌땅이 아름다운 숲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제주의 척박한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동적인 공간입니다. 환상숲 안 담앙족욕카페에서는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차와 제주 자생식물을 활용한 한방족욕테라피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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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이야기가 있는 곶자왈 숲해설
곶자왈 숲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는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숲지기가 동행하며 들려줍니다.
매 정시마다 숲해설이 시작되며 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1

｜입장료 성인 5,000원, 학생 4,000원

2. 곶자왈 힐링 한방족욕테라피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제주 본초 식물들을 활용한 족욕테라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의 자생식물로 만든 담앙차가 함께
제공되어, 여유롭고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 정시와 30분 시작)
｜1인 체험 12,000원
2

3. 석부작 만들기체험
버려졌던 돌땅이 아름다운 숲이 되었듯이, 버려졌던 돌을
활용하여 소엽풍란과 이끼를 올린 멋진 석부작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춤 포장상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30분 소요)
｜제품규격 19*27*26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3

4. 곶자왈 돌화분 만들기 체험 키트
돌 위에서도 잘 자라는 소엽풍란을 돌 화분에 심어서 키울
수 있는 곶자왈 돌화분 만들기 체험 키트 상품입니다.
관련된 설명서와 교육 동영상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추천합니다.
｜제품규격 15*15*22
｜제품가격 1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5. 환상숲 곶자왈 꿀
곶자왈 숲에서 나는 자연 꿀입니다. 꾸지뽕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 꽃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잡화꿀이 채밀되어 진한 향과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2.4kg
｜제품가격 3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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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밭 영농조합법인
www.goodfoods.kr

T. 064-787-7811 F. 064-787-7813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이리로 57번길 34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청초밭

청초밭은 270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유기농 축산 농장으로,
어떠한 축산 농장보다도 야생에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제주 청초밭 목장 유기농 우유
다른 어떠한 우유와도 섞지 않고 오직 제주 청초밭의 풀만 먹은 젖소의 우유만 담았습니다.
｜제품규격 900ml

2. 청초밭 유기농
방사유정란
제주 청정 자연 속에 방사하여
유기농으로 발효시킨 먹이를
먹고 자란 암, 수탉이 낳은 영양
가득한 고품질 계란입니다.
｜제품규격 10구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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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뫼힐링팜

www.healing-farm.kr
T. 064-711-9582 F. 064-711-9582 제주시 애월읍 예원로 51

내몸안의 자연치유기능을

깨우는 “물뫼힐링팜”
20년 유기농토양에서 강한 면역세포를 가진
농산물로 건강한 로컬힐링푸드, 웰니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20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생산품 상세설명

1. 물메밭담길 웰니스트레킹 & 힐링푸드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에 지정된 밭담길을 걸으며
마을의 문화역사이야기. 숲에서 명상하며 몸안의 쌓인
피로물질.스트레스를 날리고 제주로컬친환경 힐링푸드
맛보기
｜제품규격 4시간
2

｜제품가격 55,000원

2. 초당옥수수 수확체험
무농약 초당옥수수의 한 살이 , 옥수수의 역사문화얘기를
들으며 수확하고 생으로 맛보기 수확체험
｜제품규격 10개
｜제품가격 2만원

3

3. 고스란
5년 유기농인증 유기농감귤을 고스란히 건조하여 맛과 향이
살아있는 건강 영양간식
｜제품규격 50g/120g
｜제품가격 6,000원/12,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4. 물뫼힐링팜 댕유지청
4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면역이 떨어질 때 민간요법으로
쓰였던 제주토종 댕유자와 유기원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음료
｜제품규격 1kg 병
｜제품가격 18,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5. 제주로컬힐링푸드
5

제주친환경푸드를 이용하여 제주토속음식들을 퓨전화하여
오감을 깨우며 건강함을 채우는 힐링푸드
｜제품규격 1인
｜제품가격 2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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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귤향기 영농조합법인
shj44shj44.modoo.at

6차산업 유형
1×2×3

T. 064-744-3388 F. 064-743-7227 제주시 1100로 3118 (노형동)

무농약귤로 만든
차·잼을 맛볼 수 있고

직접 수확하는 체험농장
귤향기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무농약)·GAP인증을 받은 감귤재배농가로 공항과 가깝고 부근에
한라수목원이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농장입니다.

206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1. 무농약귤잼
무농약 인증 제품으로 만듦.
최소한의 설탕만 사용하여 농축한 제품으로
질림이 없고 진한 맛이 있음
｜제품규격 280g/500g
｜제품가격 7,000원/1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무농약귤차
1

무농약 귤과 껍질 70 정도를 함께
갈아서 만든 청·냉차, 에이드
｜제품규격 280g/500g
｜제품가격 6,000원/8,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3. 댕유지차
제주도민과 4·3의 아픔을 함께한
제주토종유자로 만든 예로부터
감기약처럼 먹었던 귀한 차입니다.
｜제품규격 500g
｜제품가격 9,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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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농업회사법인 (주)선안
T. 064-772-2488 F. 064-773-1004 제주시 수목원길 41

208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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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주웰빙 영농조합법인(애월아빠들)
www.aegg.kr

T. 064-742-9949 F. 064-743-9949 제주시 상귀서길 22

제주에서 닭을 가장 올바르게
키우는 아빠들,

애월아빠들입니다.

제주에서 닭을 가장 올바르게 키우는 아빠들, 애월아빠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먹거리는 아빠들이 책임진다’는 사명 하에 모인 여섯 아빠들이,
청정제주의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만을 엄선해서
전국의 가족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10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3

1. 논지엠오 콩을 먹인
동물복지 유정란
제주 최초이자 유일하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애월아빠들의 농장에서 유전자 조작
이 없는 NON-GMO 콩과 함께, 제주물고
기액젓+쑥+솔잎+자연초 등을 발효시켜
만든 EM 미생물 발효사료를 먹여 키운 싱
싱한 유정란입니다.
｜제품규격 40구(10구 4팩)
｜제품가격 3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화산석 구운 동물복지 유정란

1

2

4

5

3. 동물복지 유정란 계란과자
애월아빠들의 제주산 동물복지 유정란과
100%우리밀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영양간식, 담백하
고 고소한 계란과자입니다. 무방부제, 무
색소 과자로 화학조미료에 민감한 어린아
이들도, 칼로리와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
인들도, 달지 않고 고소한 과자를 찾는 어
른들도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40g 30봉

5. 아침소리 제주
재래토종닭 구엄닭
전세계 제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재래토종닭 ‘구엄닭’입니다. 구엄닭은 일
반 육계 닭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나는 힘
이 강하여 멀리 날 수 있는 힘을 지녔고,
특유의 진하고 쫄깃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정제주를 담아
맛과 건강은 물론, 우리의 재래닭을 우리
의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상

｜제품가격 35,000원

품입니다.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규격 구엄닭 2마리

4. 동물복지 유정란 계란찰떡

청정제주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애월아

애월아빠들의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용해

빠들의 동물복지 농장에서 낳은 싱싱한

만든 계란앙금과, 삼다오메기의 떡 제조

유정란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의 화

기술이 만나 탄생한 웰빙간식입니다, 흔

산 활동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화산송이로

히 접하는 계란을 떡에 활용함으로써 남

정성껏 구워낸 구운달걀입니다.

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찰떡입니다.

｜제품규격 40구(10구 4팩)

｜제품규격 40g 30봉

｜제품가격 30,000원

｜제품가격 26,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간식류

｜제품가격 4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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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영농조합법인 한라표고
T. 064-752-9199 F. 064-756-2418 제주시 도남로 7길 47

제주의 청정수를 머금은

자연산 유기농 표고버섯
1982년 제주 표고 농업에 참여 하여 88년 한라표고 농장을 개장하여
3대째 제주도의 청정수를 머금은 15만평 대지 농장, 20만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보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라표고는 제주도의 맑은 공기 속에서 자라난 버섯으로서 노지재배 방식으로 통해
자연 그대로의 버섯입니다. 버섯으로 보다 뛰어난 품질의 버섯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제주대학교 산합협력단에서 한라산 재배 표고버섯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212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3
4

생산품 상세설명

1. 백화고 선물세트

3. 표고버섯 분말

백화고는 표고버섯 중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기온에서 생산

100% 유기농 건 표고버섯을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국, 찌개 등

되기 때문에 육질이 두껍고 맛이 연하며 생화고에 비해 건조된 백

천연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화고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두터운 선호도로 유명합니다.

｜제품규격 50g*3

｜제품규격 450g

｜제품가격 14,000원

｜제품가격 135,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제품유형 반찬류

2. 흑화고 선물세트

4. 표고버섯 동고
건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보다 영양적인면에서 뛰어난

이슬을 머금고 까맣게 갓의 표면이 그물 무늬로 갈라진 버섯으로

식품입니다. 보관기간도 길고 요리 활용도도 높은 식품 입니다.

표면이 꽃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격은 백화고보

｜제품규격 300g/400g/500g

다 조금 저렴하지만 맛과 향은 백화고와 거의 비슷하며, 일년 중
봄과 가을에만 수확이 가능하여 생산량이 적은 귀한 버섯입니다.

｜제품가격 22,000원/29,000원/35,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제품규격 400g
｜제품가격 90,000원
｜제품유형 반찬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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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주담다

www.jejudamda.co.kr
T. 064-783-1280 F. 064-783-1282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165

제주 자연

그대로를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으로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4 ｜ 2021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제주톡 말린감귤
무농약 감귤을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말린 과자
｜제품규격 20g/60g/선물용
｜제품가격 3,500원/9,000원/10,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2. 제주톡 바삭한 꽃당근
제주산 무농약 당근을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말린 과자
｜제품규격 20g/60g
｜제품가격 3,500원/9,000원
｜제품유형 간식류

3. 제주까까
무농약 쌀과자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과자
｜제품규격 30g/70g
｜제품가격 1,500원/3,500원
｜제품유형 간식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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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노란열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ww.bugane.com

6차산업 유형
1×3

T. 064-747-4886/010-9302-5070 F. 064-799-7886 제주시 애월읍 애납로 17

직접 생산과 엄선된 과일의
규격화된 선별 포장으로 믿을 수 있는

직거래 농장

3대가 이어오는 제주 과일 농법으로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 엄선된 과일을
상품화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더 나아가 감귤체험농장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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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3

1. 선물용 레드향
탱글탱글한 식감의 신품종인 레드향은 만감류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중독적인 식감과 향 그리고 맛에
설 선물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2

4

5

4. 사탕옥수수

｜제품규격 3kg/4.5kg

제주도의 인기 급상승중인 옥수수! 바로 사탕옥수수.
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며 아삭한 옥수수알갱이가
당도까지 높아 아이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사탕옥수수입니다.

｜제품가격 36,000원/49,000원

｜제품규격 10개/20개/30개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가격 22,000원/38,000원/56,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2. 실속형 레드향
실속있는 포장으로 포장을 간소화. 중과 정도의 균일한
포장으로 선물로도 많이 하는 실속형입니다.
｜제품규격 3kg/5kg
｜제품가격 33,000원/51,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5. 미니밤호박
영양과 맛까지 좋으며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은
미니밤호박. 전자레인지 간편조리가 가능하며, 보슬보슬
식감과 달콤함이 고구마와 같으며 1년에 한번 제철에
급인기가 좋습니다.
｜제품규격 5kg/10kg

3. 제주 애플망고
청정제주의 애플망고로 향긋한 향에서부터 감동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최고급 선물입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아드는
달콤함은 남녀노소불문 가장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제품가격 25,000원/3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규격 3kg 5-6과/3kg 7-8과/3kg 9-10과
｜제품가격 150,000원/140,000원/12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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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smartstore.naver.com/jejuora_co
T. 064-711-9700 F. 0504-024-4838 제주시 정실남1길 28 (오라이동)

청정지역 제주에서 메밀, 보리,
귀리 콩과 같은 잡곡을 전문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오라 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잡곡 가공품을 만들고,
제주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체험 관광상품‘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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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2

4

5

3

생산품 상세설명

1. 메밀가루
100% 제주산 “제주오라 메밀가루”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가공한
100% 메밀가루입니다.

3. 메밀보리 미숫가루

5. 귀리쌀

｜제품규격 1kg

100% 제주산 “제주오라
메밀보리미숫가루”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가공한 100%
메밀보리미숫가루입니다.

100% 제주산 “제주오라 귀리쌀”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가공한
100% 귀리쌀입니다.
｜제품규격 1kg

｜제품가격 20,000원

｜제품규격 500g

｜제품가격 8,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건강식품

2. 메밀쌀
100% 제주산 “제주오라 메밀쌀”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가공한
100% 메밀쌀입니다.

4. 영양보리쌀

｜제품규격 1kg

100% 제주산 “제주오라 보리쌀”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가공한
100% 보리쌀입니다.

｜제품가격 20,000원

｜제품규격 1kg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가격 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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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생명나무주식회사
T. 010-7171-5625 F. 064-792-5668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1388번길 21

제주산 100%

원액 착즙 주스
농업회사법인생명나무주식회사의 주생산품은 감귤즙으로
제주산 작물을 활용한 100% 원액 착즙주스를 생산함으로써
제주의 청정이미지에 어울리는 회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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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감귤즙
제주산 무농약 감귤을 착즙하여 만든 100% 원액주스
｜제품규격 150ml
｜제품유형 차/음료

2. 유기농 감귤즙
제주산 유기농 감귤을
착즙하여 만든 100%
원액주스
｜제품규격 150ml
｜제품유형 차/음료

3. 유기농 풋귤즙
제주산 유기농 풋귤을 착즙하여 만든 100% 원액주스
｜제품규격 150ml
｜제품유형 차/음료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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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머들농원

www.mdfarm.kr
T. 010-4001-8788 F. 0505-300-2438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4036-20

제주 밭담아래 다디단 채소가

가득한 친환경 머들농원입니다.
한라산의 정기와 청정 제주의 바닷바람을 마시며
자라난 농산물만을 생산·제조·판매하는 농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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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다디단 ABC쥬스

2. 제주 프리미엄 방울양배추 브로콜리즙

친환경 비트, 당근 및 국내산 사과로 만든 NFC 과채주스

전국 유일한 방울양배추즙

｜제품규격 100ml*30/100ml*60/100ml*90

｜제품규격 1100ml*30/100ml*60/100ml*90

｜제품가격 34,000원/64,000원/94,000원

｜제품가격 25,000원/50,000원/75,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품유형 건강식품

3. 비트즙
친환경 제주산 비트로 만든 비트즙
｜제품규격 100ml*30/100ml*60/100ml*90
｜제품가격 34,000원/55,000원/8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4. 제주프리미엄 비트차
친환경 수제덖음 비트차
｜제품규격 70g
｜제품가격 20,000원
｜제품유형 건강식품

5. 아빠농부가 만든 가루야 가루
제주 양채류로 만든 가루야 가루
｜제품규격 150g
｜제품유형 건강식품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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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오라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martstore.naver.com/orahyang

T. 064-742-5242 F. 064-742-5243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202

지역 특산물의 소비증대 및
농가의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착한 기업입니다
100%제주 감귤, 한라봉, 비트를 이용한
착즙음료를 생산판매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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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

주요 생산품

1. 100%제주감귤착즙

2. 100%제주한라봉감귤착즙

오라향 제주감귤 착즙주스는 오라향에서 직접 재배한 감귤을
다른 첨가물 없이 착즙한 100% 감귤 착즙주스입니다.

오라향 제주한라봉감귤 착즙주스는 한라봉과 감귤을 다른
첨가물 없이 착즙한 100% 한라봉감귤 착즙주스입니다.

｜제품규격 240ml

｜제품규격 240ml

｜제품가격 3,000원

｜제품가격 4,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3. 100%제주비트레몬착즙

4. 100%사과비트당근착즙

오라향 제주비트레몬 착즙주스는 비트와 레몬을 다른
첨가물 없이 착즙한 100% 비트레몬 착즙주스 입니다.

오라향 사과비트당근착즙주스는 사과와 비트와 당근을 다른
첨가물 없이 착즙한 100% 사과비트당근착즙주스 입니다.

｜제품규격 240ml

｜제품규격 240ml

｜제품가격 3,500원

｜제품가격 4,5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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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나리플라워
T. 010-8660-0515 F. 064-783-0711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669-14

다양한 원예 화훼 30여품종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조경관리유지 및 꽃의 생장과정을 쉽게 알려주는

교육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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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팬지
｜제품규격 9cm포트
｜제품가격 1,000원

2. 국화
｜제품규격 30cm화분
｜제품가격 20,000원

3. 산파첸스
｜제품규격 4치포트
｜제품가격 4,000원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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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영농조합법인

smartstore.naver.com/jejupower
T. 064-732-5235 서귀포시 일주동로 8503

제주 자연을 가득담은

제주 힘썬농장

제주에서도 가장 따뜻하여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은 효돈마을에서 가장 잘 익은 날짜에 수확하고
꼼꼼한 검수를 거쳐 출하된 좋은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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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한라봉
당도가 높고 새콤달콤한 한라봉입니다.
｜제품규격 3kg/5kg/10kg

2. 제라진귤
최소 12brix 이상의 방수재배(타이벡) 감귤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제품규격 5kg

3. 토라진귤
비바람에 의해 껍질에 상처나 검은점이 있어도 깨끗한
환경에서 수확한 못생겼지만 최소 11brix 이상의 높은
당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제품규격 5kg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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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뱅이
T. 064-787-1248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22번길 11

자연의 향기를 품은

은은한 색의 향연을 담고
1994년에 설립하여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이로운 천연염료(감, 쪽, 한약재)로
염색하여 의류, 스카프, 침구류, 마스크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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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스카프(실크100%)
감과 쪽물로 물들인 스카프, 감촉이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이 좋으며 색이 곱다.
｜제품규격 55*180cm
｜제품가격 5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2. 에코스카프(울)

3. 스카프(실크100%)

제주고사리로 문양을 넣은
에코 스카프, 숄로 사용하며
울소재로 따뜻한 느낌
｜제품규격 80*185cm

감과 쪽, 락으로 물들인
스카프, 감촉이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이 좋으며 색이
곱다.

｜제품가격 120,000원

｜제품규격 55*180cm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가격 5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갈옷

5. 면마스크

광목천에 감물을 들인 남, 여
의류 통풍성이 좋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친환경 제품

감과 쪽으로 물들인 필터
교환형 이중 면마스크
코로나19를 대비한 규정
필터를 사용하고, 면으로
제작되어 있어 피부에
자극이 없음.

｜제품규격 95∼110(사이즈)
｜품가격 18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제품규격 일반용, 어린이용
｜제품가격 1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6. 인견이불, 면이불 (여름용)
쪽과 감으로 물들인 인견이불과 면이불 인견이불은 감촉이
시원하고 면이불은 부드러우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에
효과적이다.
｜제품규격 (대)200*230cm/(중)200*215cm/(소)170*210cm
｜제품가격 150,000원/130,000원/11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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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드련마씸

인스타그램 ganginog4183
T. 010-6767-4967 F. 064-764-4967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179-3

감.귤.쪽을
품은 스카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천연 염색 제품을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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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생산품 상세설명

1. 감.귤.쪽을 품은스카프
제주 쪼락감, 제주에서 생산된 인디고 그리고 귤잎을 이용해
싱그럽고 청명함을 표현한 천연 염색 스카프
｜제품규격 200*55/75*75/200*40
｜제품가격 40,000원/18,000원/2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2

2. 천연 염색 모자
제주 풋감과 제주 인디고로 염색하여 제주 바람과 태양을 막아
주는 모자
｜제품규격 프리
｜제품가격 3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3

3. 천연 염색베게커버
제주 풋감을 기본 베이스로 염색 후 인디고, 양파피 등 복합 염색
｜제품규격 70*50/60*40/60*40홑겹
｜제품가격 35,000원/35,000원/15,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천연 염색 여름 이불
여름 이불에 감과 인디고 천연 염색
4

｜제품규격 200*230/180*200/200*230
｜제품가격 100,000원/70,000원/8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5. 천연 염색 앞치마
제주 감과 인디고 등 천연 염색 후 앞치마 제작
｜제품규격 프리/대·중·소
｜제품가격 50,000원/40.000원
5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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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제주삼농
T. 010-2173-0153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138

아름다운 경관과 약용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장 운영
농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치유농장(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이용한 특용작물(감초, 도라지) 재배와
감초비누만들기 체험 그리고 3만여평의 평야에 보리 재배를 통한
경관 조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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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감초
 0여년간 유기농방식을 유지해온 토양에서 자란 제주산
2
감초를 건조한 제품입니다.

2. 숙성감초

｜제품규격 180g

 0여년간 유기농방식을 유지해온 토양에서 자란 제주산
2
감초를 구증구포 방식으로 증숙, 건조하여 맛과 향이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15,000원

｜제품규격 180g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가격 17,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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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밭에가시리

smartstore.naver.com/jejumaemil

6차산업 유형
1×2×3

T. 064-901-0480 F. 0504-186-5721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423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오직 메밀로만 제면합니다.
메밀밭에가시리는 제주메밀을 농사(생산)부터 가공(도정,제분,제면)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식당(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하여 메밀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주6차산업 인증을 받았으며, 모범음식점, 제주관광협회 지정
우수관광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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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3

4

생산품 상세설명

1. 메밀밭에가시리 순메밀국수

2. 메밀밭에가시리 순메밀칼국수

 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제주메밀로 제면한
첨
순메밀국수입니다.

 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제주메밀로 제면한
첨
순메밀칼국수입니다.

｜제품규격 500g

｜제품규격 500g

｜제품가격 14,000원

｜제품가격 14,000원

｜제품유형 면류

｜제품유형 면류

3. 메밀밭에가시리 비빔양념장

4. 메밀밭에가시리 메밀소바장국

제주산 재료로 건강하게 담근 비빔양념장입니다.

제주산 재료로 건강하게 담근 소바장국입니다.

｜제품규격 300g

｜제품규격 300g

｜제품가격 5,000원

｜제품가격 5,000원

｜제품유형 소스/장류

｜제품유형 소스/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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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fatherandson.co.kr

T. 064-767-4584 서귀포시 서리오름로 126-14

제주에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마을문화를

리모델링하는 회사

제주도의 대표적인 귤의 고장 보목과 효돈에서 따뜻한 햇살과 해풍을 맞으며 자란
감귤을 재배하며, 지역 특산물 가공과 유통, 상품 포장재 디자인 및
다양한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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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3

주요 생산품

1. 노지감귤,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주의 대표적인 귤의 고장 보목과
제
효돈에서 재배한 감귤류를 제철에
맞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규격 3kg/5kg/10kg

2. 감귤 및 기타 농산물
포장 패키지
 양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담을 수
다
있는 기능성과 세련되고 현대적인
제주의 감성을 반영한 박스를
디자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규격 5kg/10kg

3.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감귤따기

승마, 명상, 자연체험

농부로 살아보기

농장에서 직접 자기가 고른 귤을 따고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인근 승마장과 한옥, 곶자왈 등에서
다양한 체험

2시간, 2박, 10박 프로그램으로
수확 시기에 감귤 따기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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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우도땅콩막걸리낙화곡주
smartstore.naver.com/woodopeanut

6차산업 유형
1×2×3

T. 064-784-9909 F. 064-784-9901 제주시 우도면 우도비양길 10

우도중앙에 위치한

우도땅콩막걸리 낙화곡주 주조장
2018년도에 준공을 받은 우도최초의 제조장으로써 제주도 지역특산주 등록을 받아
우도의 특산품인 땅콩을 이용하여 지역의 특산주인 기능성막걸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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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제주우도땅콩생막걸리
우도땅콩생막걸리는 단맛이 적고
목넘김후에 땅콩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담백한 막걸리입니다.
｜제품규격 750ml
｜제품가격 4,000원
｜제품유형 주류

2. 우도땅콩생전통주
우도땅콩생전통주는 단맛을
추가하고 땅콩향을 살짝
입혔습니다.
술을 못드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막걸리입니다.
｜제품규격 750ml
｜제품가격 4,000원
｜제품유형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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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못

wooyeonmot.co.kr
T. 064-712-1017 제주시 은수길 110 2층

제주의 스토리와 원물을 담아 만든

블렌딩티를 소개합니다.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연못은 일상에서 마시는 차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티 전문 브랜드입니다. 기본적인 6대 다류의 차(싱글티)를 소개드리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종류의 블렌딩된 차를 제주의 특색을 담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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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유형
1×2×3

주요 생산품

1. 제주브렉퍼스트

2. 나이트오브곶자왈

귤빛이 가득하게 비추는 제주의 포근하고 생기 넘치는 아침
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우연못의 7월 블렌딩차 입니다.
떫지 않은 풍미와 은은한 스파이시함이 특징이며 홍차 특유
의 부드러움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우연못 스테디셀러
블렌딩 홍차입니다.

곶자왈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고유 제주도 방언입니
다. 곶은 숲을, 자왈은 덤불을 뜻합니다. 숲의 정령이 찾아온
듯한 제주 곶자왈의 밤을 떠올리며 금빛이 가득한 반딧불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차입니다. 우연못의 8월 블렌딩차
로 카페인이 없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티백 8개입/틴케이스 70g/리필팩 60g

｜제품규격 티백 8개입/틴케이스 35g/리필팩 40g

｜제품가격 18,000원/38,000원/29,000원

｜제품가격 18,000원/35,000원/28,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3. 서귀오름

4. 제주 호지차

선선한 바람이 봄의 소식을 가져오면 제주에는 맑은 하늘과
노오란 꽃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어 봄을 반깁니다. 이 모
든 것을 한 눈에 담아내는 서귀오름에 올라 서보세요. 백차의
맑고 깔끔함에 로즈마리, 청피, 유채꽃이 블렌딩 된 우연못의
3월 블렌딩차입니다.

찻잎을 센 불로 볶아 만드는 일본의 전통차 기법으로 제주 유
기농 다원에서 생산되어져 제주의 기운을 담아냈습니다. 호
지차는 녹차에 비해 떫은맛이 적으며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
이 특징입니다. 커피는 물론 다른 차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적
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티백 8개입/틴케이스 35g/리필팩 40g

｜제품규격 티백 8개입/틴케이스 70g/리필팩 60g

｜제품가격 18,000원/30,000원/24,000원

｜제품가격 18,000원/35,000원/20,000원

｜제품유형 차/음료

｜제품유형 차/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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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생이

www.mongsengeeshop.co.kr

6차산업 유형
1×2×3

T. 064-796-8285 F. 064-796-1083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72-16

제주전통감물 염색만을 고집하여
제주의 햇살과 바람으로 깊은
자연의 색을 담은 갈옷을 만듭니다.
몽생이에서는 그 동안의 제주 전통염색기법인‘감염색법' 뿐만 아니라 제주의 다양한 자생식물들과
광물질인 송이석(스코리아) 등을 활용, 개발하여 제품의 기능도 높이고 다양한 색감을 내기위해
지난 20년간 연구 발전시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특허등록 등으로 연구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감물염색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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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1

2

1. 갈옷(A라인 원피스)
면100% 소재의 여름용 기본 A라인
원피스
｜제품규격 M/L/XL
｜제품가격 18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2. 앞치마
면100% 소재의 앞치마
｜제품규격 Free Size
｜제품가격 12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3. 실크스카프
3

100% 실크 소재로, 사계절내내 의상을
더욱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다.
｜제품규격 One Size
｜제품가격 80,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마스크
면100% 소재로 천연기능인 항균, 탈취,
소취력이 뛰어난 마스크
｜제품규격 S/M/L
｜제품가격 10,000원/12,000원/12,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4

5

5. 기능성 아웃도어 양말
특허 받은 “송이석 감즙염료”로
천연 염색한 기능성 양말로, 항균력,
탈취력, 소취력이 뛰어나 발 냄새와
무좀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보온력이 뛰어납니다. 오래 신고
있어도 땀 흡수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보송보송한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천연염색 양말입니다.
｜제품규격 One Size
｜제품가격 22,000원
｜제품유형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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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어머니영농조합법인
www.motherkimchi.co.kr

6차산업 유형
1×2

T. 064-784-1796 F. 064-784-1795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8길 264-3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

제주 토종 어머니김치입니다.
제주 어머니김치는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라는 슬로건 중심으로
30여년 동안 오로지 김치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제주 토종기업입니다.
(제주최초 일반HACCP지정, 식약처장표창,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 수상, 도지사 공로폐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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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생산품 상세설명

포기김치 외 다수
어머니김치는 질 좋은 국내산
재료와 정성을 다하여 만든 맛있는
김치입니다. 도내 특급호텔 및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서도 어머니김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알타리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열무김치, 백김치,
백년초물김치, 갓김치 등 )
｜제품유형 반찬류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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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림읍

59
93
108

한경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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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대정읍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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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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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37

53
69

1
21

109

41

2 92

106

17 102

6

35

103

19

107

87 94

96

29 12
76 68

8

1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18

도구리 영농조합법인

35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2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19

시루에담은꿈㈜ 농업회사법인

36

㈜제키스

3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20

제주민속식품, 사월의꿩

37

농업회사법인 ㈜심터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미소

21

제주삼다알로에 영농조합법인

38

고사리숲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5

홍스랜드

22

제주자연 영농조합법인

39

㈜제주사랑농수산

6

제주샘영농조합법인

23

㈜대한뷰티산업진흥원

40

비자림농원

7

넘버원농장

24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41

순참쑥 영농조합법인

8

농업회사법인 ㈜갈중이

25

한기림JK 약백도라지연구소

42

제주축산농협 유가공공장

9

농업회사법인 ㈜태반의땅제주

26

한라산식품

43

주식회사 일해

10

㈜휴럼

27

㈜농업회사법인 제국백년초

44

농업회사법인 ㈜다인유업

11

귤향영농조합법인

28

봉봉감귤체험농장

45

농업회사법인 ㈜제주자연식품

12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29

새코롬 영농조합법인

46

제주함덕양봉작목반

13

농업회사법인 가뫼물 주식회사

30

샛별한라봉농장

47

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

14

농업회사법인 제주와이너리(유)

31

제주거북농산 영농조합법인

48

㈜행운식품

15

농업회사법인 ㈜김경숙해바라기

32

제주메밀 영농조합법인

49

청정제주녹차 영농조합법인

16

느티나무

33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제주맘)

50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17

더불어 주식회사

34

도솔촌

51

피자굽는 돌하루방

57
7

27

78

3

7

86

72

120

23

71

63

45

117

18

43
22

44

88

75

101
118
100 58

83

110

26

39

77
48
46
89 104

15

조천읍

4

우도면

40

구좌읍

74
25

20
95

98

32

표선면

64 112

114
115

73 49

52

66

90
31

79
70

남원읍

56

10

28
34

113

13
47

65

111 9 30
11 80
116

96

마노르블랑

72

진생영농조합법인

97

환상숲곶자왈공원

73

황칠낭또 영농조합법인

98

청초밭 영농조합법인

7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캔디원

99

물뫼힐링팜

52

농업회사법인 ㈜제주인디

75

농업회사법인 즐거운주식회사

100 귤향기 영농조합법인

53

㈜제주자연초농업회사법인

76

제주동백 주식회사

101 농업회사법인 ㈜선안

54

서귀포시산림조합 임산물산지유통센터

77

꽃피는 북촌

102 제주웰빙 영농조합법인(애월아빠들)

55

㈜농업회사법인 올레산야초

78

냠냠제주 농업회사법인㈜

103 영농조합법인 한라표고

56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

79

농업회사법인 유진팡 주식회사

104 제주담다

57

김인순의 허니제주

80

하효살롱협동조합

105 노란열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58

제주한스에코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81

방림원

106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59

제주선인장마을

82

농업회사법인 ㈜한라종합식품

107 농업회사법인 생명나무주식회사

60

농업회사법인 ㈜토향

83

은가비식품

108 머들농원

61

주식회사 청원

8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109 오라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62

왕기식품 영농조합법인

85

초하루

110 나리플라워

63

㈜비케이바이오

86

주식회사 제주마미

111

성지영농조합법인

64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87

양춘선식품

112

정뱅이

제주고소리술익는집

88

마원목장 영농조합법인

113

물드련마씸

65

폴개 협동조합

8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스

114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제주삼농

66

숲속의향기

90

농업회사법인 ㈜제주백차

115

67

제주본초협동조합

91

영농조합법인 무궁무진

116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68

제주테마농수산

92

㈜ 제주로얄식품

117

69

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93

새오름영농조합법인

118 우연못

70

남동영농조합법인 남원점

94

인하네 농업회사법인㈜

119 ㈜몽생이

71

농업회사법인 ㈜제주원푸드

95

제주한울 영농조합법인(보롬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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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밭에가시리
영농조합법인 우도땅콩막걸리낙화곡주

연번

경영체명

소재지 (세부주소명시)

연락처

홈페이지

1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58-28

064-796-4764

www.moolmaru.co.kr

2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능산길 73 (영평동)

064-727-9889

www.jejugreen.com

3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제주시 거로남4길 48(화북2동 3319-2)

064-772-5330

www.jejusansaemi.com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미소

제주시 첨단동길 160-20

064-727-2545

www.morningsmile.
modoo.at

5

홍스랜드

제주시 애월읍 어음13길 16

064-799-7861

www.hongsland.com

6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064-799-4225

www.jejusaemju.co.kr

7

넘버원농장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00번 길 129

064-739-8584

www.no1farm.com

8

농업회사법인 ㈜갈중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61

064-794-1686

www.jejumg.com

9

농업회사법인
㈜태반의땅제주

서귀포시 토평로50번길 31(토평동)

064-732-8885

www.tbjeju.com

10

㈜휴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121-17

064-767-1077

www.hurumshop.com

11

귤향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신효로 7(신효동)

064-733-2268

ghgwajeul.com

12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40(중문동)

064-738-7778

www.greensoy.co.kr

13

농업회사법인 가뫼물
주식회사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68

064-764-7759

www.orangefarm.co.kr

14

농업회사법인
제주와이너리(유)

제주시 애월읍 용흥7길 23

064-799-5500

smartstore.naver.com/
jejuwinery

15

농업회사법인
㈜김경숙해바라기

제주시 회천동 번영로 854-1

064-72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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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영체명

소재지 (세부주소명시)

연락처

홈페이지

064-742-1136

smartstore.naver.com/
netinamu

16

느티나무

제주시 애월읍 납읍남로2길 6

17

더불어 주식회사

제주시 애월읍 수산4길 24

070-4200-9911

www.jejudamum.com

18

도구리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17

064-782-8783

blog.naver.com/
doguri68293

19

시루에담은꿈㈜
농업회사법인

제주시 오광로 6길 9(이호이동)

064-745-7778

www.시루에담은꿈.kr

20

제주민속식품, 사월의꿩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8

064-782-1500

www.kyjeju.co.kr

21

제주삼다알로에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한림읍 옹포남 1길 21

064-726-5988

www.jejualoe.com

22

제주자연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94

064-784-3003

jeju2004.modoo.at

23

㈜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064-745-9199

www.jejuon.kr

24

태양수출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한림읍 드르밧길 38 ,1층

064-749-7664

jejusun.alltheway.kr

25

한기림JK 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시 조천읍 우진오름길28

064-783-8987

www.baekdoraji.com

26

한라산식품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661

064-723-5555

www.hallafood.co.kr/
hanrasan.cafe24.com

27

㈜농업회사법인 제국백년초

서귀포시 태평로 200

064-739-1777

www.jeju300.com

28

봉봉감귤체험농장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41번길 16

064-767-3302

www.bongbongfarm.com

29

새코롬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77, 에이동(중문동)

064-738-7982

www.secorom.co.kr

30

샛별한라봉농장

서귀포시 효돈로 79번길 37

064-767-0878

www.hallab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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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영체명

31

제주거북농산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표선면 번영로 3467

064-787-6960

32

제주메밀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3726-7

064-724-7920

33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제주맘)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064-794-6277

34

도솔촌

서귀포시 중앙로 동흥동 144

064-763-7637

dosolchon.fordining.kr

35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남로 65

064-772-1293

www.kindjejumall.com

36

㈜제키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205, 207

064-721-1950

www.jekiss.kr

37

농업회사법인 ㈜심터

제주시 애조로 1216(오라이동)

064-753-7885

www.simterfarm.com

38

고사리숲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시 한림읍 조성로47 (상명리261)

064-753-0279

gosari.ejeju.net

39

㈜제주사랑농수산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13길 66

064-782-1101

www.jeju-love.com

40

비자림농원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31-71

064-702-8420

www.bijarim.com

41

순참쑥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도두항서 7길 5-5

064-724-2533

42

제주축산축협 유가공공장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064-796-4245

hallamilk.com

43

주식회사 일해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321

064-784-2890

www.ilhae.co.kr

44

농업회사법인 ㈜다인유업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064-783-0042

www.풀먹은우유.com

45

농업회사법인
㈜제주자연식품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1 길 18

064-782-0011

nfc.eje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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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주함덕양봉작목반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4길 27-4

064-783-9066

47

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506

064-764-1999

jhfood.kr

48

㈜행운식품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08

064-723-1266

luckyfood.ejeju.net

49

청정제주녹차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608번길 62

064-739-8033

www.sumang.kr

50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675

064-792-8245

www.hallasan1950m.kr

51

피자굽는 돌하루방

제주시 한경면 청수로 218

064-773-7273

52

농업회사법인 ㈜제주인디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064-784-7073

www.jejuindi.com

53

㈜제주자연초 농업회사법인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307호

064-712-8097

www.jejuvinegar.com

54

서귀포시산림조합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461

064-792-8544

seogwipo.nfcf.or.kr

55

㈜농업회사법인 올레산야초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57

064-739-0800

www.ollesanyacho.com

56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천로 46

064-767-9800

www.ehondiju.com

57

김인순의 허니제주

서귀포시 호근북로 63-7

064-739-6102

smartstore.naver.com/
honeyjeju

58

제주한스에코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386-72

064-753-5055

www.hansecofarm.net

59

제주선인장마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418

064-772-5886

60

농업회사법인 ㈜토향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372

064-796-2521

bt.eje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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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piritedgarden.com

61

주식회사 청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064-722-3701

62

왕기식품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81번길 39

064-792-5329

63

㈜비케이바이오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8
(용암해수단지)

064-753-8600

www.bkbio.com
honestin.com

64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26

064-787-5046

www.jejugosorisul.com

65

폴개 협동조합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서로326번길 38-51

064-764-0116

pgmarket.co.kr

66

숲속의 향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50

064-784-0202

blog.naver.com/ppllk3871

67

제주본초협동조합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2길 22-13, 2층

070-4035-7071

www.jejucoop.com

68

제주테마농수산

서귀포시 일주서로 686

064-738-7949

69

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서길 40

064-748-2327

www.jejusanjo.co.kr

70

남동영농조합법인 남원점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로250번길 27

064-764-4822

www.슁켄하우스.com

71

농업회사법인 ㈜제주원푸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3길 112

064-751-1014

www.jejuonefood.com

72

진생영농조합법인

제주시 도련6길 59(도련일동)

064-756-4192

smartstore.naver.com/
zhtlfhd

73

황칠낭또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699-38

080-7686-9999

jvygold.com

7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캔디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384

064-784-5260

www.candyone.co.kr

75

농업회사법인
즐거운주식회사

제주시 명림로 11(봉개동)

064-724-5228

제주고소리술익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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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주동백 주식회사

서귀포시 중문로26번길 12, 101호(중문동)

064-738-6377

77

꽃피는 북촌

제주시 조천읍 북촌5길 6

064-752-1507

78

냠냠제주 농업회사법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9길 8 1층

064-784-5507

www.yumyumjeju.com

79

농업회사법인
유진팡 주식회사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399번길 31-7 1층

064-762-3116

www.yujinfang.kr

80

하효살롱협동조합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217-8

064-732-8181

www.하효맘.com

81

방림원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064-773-0090

www.banglimwon.com

82

농업회사법인
㈜한라종합식품

제주시 한림읍 가린내길 114

064-796-6030

www.hallafd.com

83

은가비식품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1길 14

064-784-4755

eungabi.itrocks.kr

8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6길 22

064-748-6770

www.jejucocori.com

85

초하루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254-3 가동

064-743-3007

www.vinegar1day.com

86

주식회사 제주마미

제주시 조천읍 신와로 119-1 1층

064-723-0318

smartstore.naver.com/
jejumami

87

양춘선식품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1567번길 16

064-794-9466

88

마원목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남4길 264-23

010-8229-0615

8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한스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3길 24-9

90

농업회사법인 ㈜제주백차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19번지

064-7849234/9235

www.jejuhans.com

064-787-6788

www.dova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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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영농조합법인 무궁무진

제주시 도두봉2길 36

064-751-9777

mgmjfamily.co.kr

92

㈜제주로얄식품

제주시 아란서길91(아라일동)

064-702-5181 /
702-3434

www.jejuroyalfood.com

93

새오름영농조합법인

제주시 한림읍 수동7길 54-3

064-772-5011

www.greenpebble.co.kr

94

인하네 농업회사법인㈜

서귀포시 안덕면 감천로 240

064-749-8675

smartstore.naver.com/
inhane

95

제주한울 영농조합법인
(보롬왓)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300-29

064-742-8181

인스타그램 boromwat_

96

마노르블랑

서귀포시 일주서로 2100번길 46

064-794-0999

manorblanc.modoo.at

97

환상숲곶자왈공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594-1

064-772-2488

www.jejupark.co.kr

98

청초밭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이리로 57번길 34

064-787-7811

www.goodfoods.kr

99

물뫼힐링팜

제주시 애월읍 예원로 51

064-711-9582

www.healing-farm.kr

100

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1100로 3118 (노형동)

064-744-3388

shj44shj44.modoo.at

101

농업회사법인 ㈜ 선안

제주시 수목원길 41

064-772-2488

102

제주웰빙 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

제주시 상귀서길 22

064-742-9949

103

영농조합법인 한라표고

제주시 도남로 7길 47

064-752-9199

104

제주담다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165

064-783-1280

www.jejudamda.co.kr

105

노란열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시 애월읍 애납로 17

064-747-4886

www.buga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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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smartstore.
naver.com/jejuora_co

106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제주시 정실남1길 28 (오라이동)

064-711-9700

107

농업회사법인
생명나무주식회사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1388번길 21

010-7171-5625

108

머들농원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4036-20

109

오라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202

110

나리플라워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669-14

111

성지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일주동로 8503

064-732-5235

112

정뱅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22번길 11

064-787-1248

113

물드련마씸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179-3

010-6767-4967

114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제주삼농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138

010-2173-0153

115

메밀밭에가시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423

064-901-0480

smartstore.naver.com/
jejumaemil

116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서귀포시 서리오름로 126-14

064-767-4584

fatherandson.co.kr

117

영농조합법인
우도땅콩막걸리낙화곡주

제주시 우도면 우도비양길 10

064-784-9909

smartstore.naver.com/
woodopeanut

118

우연못

제주시 은수길 110 2층

064-712-1017

wooyeonmot.co.kr

119

(주)몽생이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72-16

064-796-8285

www.mongsengeeshop.co.kr

120

어머니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8길 264-3

064-784-1796

www.motherkimchi.co.kr

010-4001-8788

www.mdfarm.kr

064-742-5242

smartstore.naver.com/
orahyang

010-8660-0515

smartstore.naver.com/
jejupower

인스타그램 ganginog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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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전화｜064-722-7914~8 팩스｜064-722-7919 홈페이지｜www.제주6차산업.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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